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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Together. Sola Scriptura and the Other Solas of the Reformation 

1. Introduction 

It is a good thing to commemmorate the Reformation, in gratitude for what God has done in the 
16th century, and expecting his mighty deeds even today, because God is still the same.  

In this article, I wish to focus on the Reformed sola scriptura, in relation to the other solas of the 
Reformation, namely sola fide, sola gratia, and solus Christus. My thesis is that sola scriptura 
should be understood as inherently related to the other solas, for if this perspective is lost, the 
spectre of the dilemma of biblicism or postmodern relativism looms large. 

The setup of this lecture is as follows. First, Brad Gregory’s critique of the sola scriptura is sketched. 
Then, a brief history of the idea sola scriptura is given. Then, the relations between sola scriptura 
and sola fide, sola gratia, and solus Christus are discussed respectively.  

2. Two critiques of sola scriptura 

Brad Gregory has recently given sola scriptura a pivotal role in his picture of the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and the Enlightenment. The shared insistence of the Reformers on scripture as 
the sole authority for Christian life and faith led to what Gregory calls “the unintended 
Reformation”: a secularization of both church and society.1 For while adherents of sola scriptura 
stated that scripture interprets itself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they were unable to 
decide what the Bible actually taught and what, therefore, were good Christian doctrines and 
practices.2 In the resulting conflict of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the magisterial Reformers had 
to resort to various other authorities than scripture to defend their adherence to practices such as 
infant baptism and doctrines such as the Trinity that could not literally be found in the Bible, as 
radical Reformers argued untiringly. Ultimately, the conflict of mutually exclusive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was brought under the tutelage of competing political authorities, transposing the 
conflict from the ecclesial to the political and even military levels. So, sola scriptura led to an 
interpretative plurality, not to say hermeneutical anarchy. Furthermore, traditional authorities that 
had served at one time as normative referees for the various truth claims, could no longer do so. 
Now, although the magisterial reformers (unlike the radical reformers) acknowledged the relative 
authority of patristic writers and conciliar decrees, “they all rejected every putative ‘authority’ 
whenever the latter diverged from what each regarded as God’s truth, based on scripture as they 
respectively and contrarily understood it.”3 The net result was “an open-ended proliferation of 
irreconcilable truth claims,”4 which led to conflict, both in writing, politically, and militarily. This 
hermeneutical anarchy evoked the philosophical response that the solution to disunity, indeed, 
conflict could only be found without any appeal to supernatural, special revelation. Sola ratio 

                                                 

1 Brad S.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How a Religious Revolution Secularized Societ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89. 

2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93.  

3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96. 

4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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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d to be the comprehensive, peaceful and solid foundation for truth that sola scriptura 
could not offer.5 So, the relativizing tendencies of sola scriptura paved the way for religious and 
secular pluralism and, according to Gregory, even consumerism and capitalism.6  

This is quite an accusation, but is it true? First, let’s turn to the history of the idea. 

3. The ‘original’ meaning of sola scriptura 

The Reformed catchword of sola scriptura does not originate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itself, 
although there is a passage in Luther’s works in which the words sola and scriptura are used in 
close proximity.7 Sola scriptura as “watchword” is a relatively recent invention, typical for a 
nineteenth century discourse.8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formers denied any version of sola 
scriptura, but the question is what they could have meant by it. 

Clearly, when “scripture alone” is stressed, rivals are excluded. The main rivals in the Reformation 
era for the primacy were the church, its teaching office, the magisterium, and ecclesial tradition. 
The Council of Trent famously stated that scripture and tradition need to be accepted with equal 
piety and reverence, although exactly what is meant here by Trent is open to discussion.9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formers ruled out all tradition altogether, but rather that the 
Reformation opted for a certain tradition, which had a relative weight. Heiko Oberman has labeled 
this Tradition I, the view of tradition that is found in the Early Church, in which scripture and 
tradi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or competing instances. Rather, in the living Body of Christ, 
“Scripture and Tradition coinhere.”10 This Tradition I was accepted by the magisterial reformers: 
they accepted infant baptism, the early creeds and conciliar decisions, unlike the radical reformers. 

                                                 

5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113–114. 

6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et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makes a 
similar case for the secularizing, disenchanting effects of the Reformation. The individualist and pluralist bent 
Gregory discerns in sola scriptura dovetails with what Taylor calls “The Great Disembedding” (p. 146).  

7 M. Luther, WA, 7, 98–99: “solam scripturam regnare”. David W. Lotz, “Sola Scriptura: Luther on Biblical 
Authority,” Interpretation 35, no. 3 (1981): 258–273 notes that sola scriptura as a principle is not exactly 
characteristic for Luther’s view of scripture. Luther’s point rather is that scripture and Tradition are closely tied 
together and basically say the same. 

8 R. C. Sproul, Scripture Alone: The Evangelical Doctrine (Phillipsburg, N.J.: P & R Pub., 2005), 15–16 uses this 
terminology in his plea for biblical inerrancy. For a rejection of these terms, see Anthony N. S.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in A Pathway into the Holy Scripture, ed. Philip E. 
Sattertwhaite and David F. Wrigh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298. 

9 Council of Trent, session 4 (8 April 1546): “pari pietatis affectu ac reverentia suscipit et veneratur”, see Heinrich 
Denzinger and Peter 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38th ed.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99), 496. Trent is open to discussion because the Counter-Reformation’s 
claim that tradition adds to the revelation given with Scripture is not found in the council; cf. G.C. Berkouw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65), 114. For an extensive discussion 
of Tr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ripture, interpretation, and church, see Eduardo Echeverria, Berkouwer 
and Catholicism: Disputed Questions,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24 (Leiden: Brill, 2013), 273–392. Thanks to 
Eduardo Echeverria for pointing this out. 

10 Heiko A. Oberman, The Harvest of Medieval Theology; Gabriel Biel and Late Medieval Nominalism.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67), 365–369. 



3 

 

The other tradition, Tradition II, is a later, authoritative extrascriptural tradition of the church. So, 
the reformers did not deny that a certain tradition (Tradition I) had any authority, but they denied 
that it had ultimate authority.11  

So, sola scriptura was never meant to foster a ‘me-and-my-Bible’ attitude, leaving aside all other 
sources and resources. In the one passage in which Luther literally uses the words sola scriptura, 
he supports his statement that “Scriptura alone must reign”, by referring to Augustine, who took 
the same stance in a letter to Jerome, which is ironic: listen to Scripture alone, because Augustine 
tells you so.12 So, the Church Fathers’ support is important for Luther and the other Reformers. 
Moreover, the reformers refer to common knowledge in their times, to human reason, to secular 
philosophers and poets, to nature and culture. Calvin can appeal to experience as source of 
knowledge (experientia docet; scimus),13 and he even devotes a treatise to astrology, making use 
of contemporary state-of-the-art scientific insights.14 Besides, the use of Aristotelian categories 
and logic is not confined to later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but is also found in Calvin, albeit 
in more modest forms.15 Aristotelian metaphysics also surface in the Reformers’ writings in the 
outright denial of God’s emotions and passions, for movement is inferior to immutability.16 The 
Reformers even were open for various avenues of revelation, not only through sensual 
apperception (other than reading the scriptures),17 but even through prophecy, as long as this 
prophecy is consistent with the scriptures.18 Tony Lane rightly concludes that for the Reformers, 
scripture is neither the sole source nor the sole resource of the theology.19  

Stated positively, sola scriptura is meant as a statement that the scriptures are the final, not the 
sole, authority. All other authorities are to be tested against the norm of scripture, because even 
tradition and church can err. 20  Nobody can claim the right to exclusively authoritative 

                                                 

11 Robert W. Jenson, Systematic Theology. Volume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7–28. Jenson 
misses the point, however, when he writes that sola scriptura would be an oxymoron if it means that church, 
tradition, etc., play no role. For church and tradition always play a role, but the question is what role they play.  

12 Luther, WA 7, 98–99.  

13 Calvin, Inst. 3.2.4: “experientia docet”. On scimus as reference to common knowledge, see Arnold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Analysis and Assess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76, 318. 

14 John Calvin, “A Warning against Judiciary Astrology and Other Prevalent Curiosities,” Trans. Mary Potter, Calvin 
Theological Journal 18 (1983): 157–189. 

15 E.g. the distinction between necessitas consequentis and necessitas consequentiae in Inst. 1.16.9 and the four 
causes in Inst. 3.14.17; cf.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04. 

16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355–361. 

17 Cornelis van der Kooi, As in a Mirror John Calvin and Karl Barth on Knowing God: A Diptych (Leiden; Boston, Mass.: 
Brill, 2005), 75–77. 

18 Calvin, Inst. 1.9.1; cf.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09–310. 

19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13 Cf. the overview in Anthony N. S. Lane, 
“Scripture, Tradition and Church : An Historical Survey.,” in Vox Evangelica 9 (London Bible College, 1975), 37–55. 

20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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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idea of sola scriptura can still be relevant today. Since the time 
of the Reformation, the Bible has been regarded more and more as a text that shares in all the 
characteristics that texts have. Accordingly, historical-critical research tended to dismantle the 
unity of the scriptures by approaching it with the exegetical means with which any other text 
should be approached.21 Multiple crises have arisen: the crisis of understanding and that of 
authority, the complexities of textuality, and the epistemological challenges of the Enlightenment, 
modernity, and postmodernity. Simple retrieval of sola scriptura is therefore not an option. If sola 
scriptura can serve as a charactization of the Reformed view of scripture, it needs to be thought 
through anew.  

4. A working definition 

In the following discussion, a definition of sola scriptura will be employed that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meaning, but that is not confined to the earlier discussion with Rome and the radical 
reformation.22 Sola scriptura is about authority. But sola does not mean but that scripture is the 
sole authority, but that it is  the final authority in the Church, to decide what is true and what is 
not. The question is, not only what is the nature and extent of this authority, but also what is the 
nature of truth. Mindful of the objections of Gregory, I will also consider how endless pluralism 
and power plays can be averted?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will be sought by relating sola 
scriptura to the other solas. 

5. Sola scriptura and sola fide 

5.1 Sola scriptura as a confession of faith 

The fact that the ensemble of 66 books of the Bible is called scripture is itself already a confession 
of faith, since this is not evident from the mere text of the Bible and the variety of biblical 
writings.23 So, a fortiori, sola scriptura is a statement of faith: God speaks His Word in and through 
these human words. It would therefore be mistaken if scriptura in sola scriptura would be reduced 
to merely a piece of text, or a collection of writings. It obviously is a text, but as mode of God’s 
communication with humans, it is also more than a mere text. Its primary mode of communication 
is not merely verbal/textual, but personal because that is the purpose of God’s self-revelation. That 
is to say: as Word of God, it cannot be abstracted from the work of the Spirit. So, scripture is not 
just any book, which can be approached with the means of general theories of textuality and 

                                                 

21 Cf. Michael C. Legaspi, The Death of Scripture and the Rise of Biblical Stud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i, 169; Jörg Lauster, Prinzip und Methode: die Transformation des protestantischen Schriftprinzips 
durch die historische Kritik von Schleiermacher bis zur Gegenwart (Tübingen: Mohr Siebeck, 2004). 

22 In research on sola scriptura, the term often goes undefined. A loose definition based on ‘authority’ seems better 
than both a narrow definition that could be criticized for being either too specific or so general as to have no 
boundaries at all. 

23 Cf. Ingolf U.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Anmerkungen zum Wirklichkeitsbezug evangelischer 
Schriftauslegung,” in Jesus Christus als die Mitte der Schrift: Studien zur Hermeneutik des Evangeliums, ed. Christof 
Landmesser, Hans-Joachim Eckstein and Hermann Lichtenberger (Walter de Gruyter, 1997), 183, who 
distinguishes scripture (singular) as statement of faith from the scriptures (plural), as the biblical writings per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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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otics. Its reality as scripture transcends the nature of a book. While scripture is certainly a 
visible reality, it is also a spiritual reality: not less than visible, but more than visible.24  

Only by faith can this nature of scripture be perceived, but this does not imply that faith gives birth 
to scripture as the revealed Word of God. That would characterize faith as the last and final 
authority. Rather, faith is receptive by definition, dependent on God’s revelation (this is where sola 
gratia joins in). So, while the ultimate authority of the scriptures is not derived from the 
church—the original meaning of sola scriptura in the Reformation—, it is also not derived from the 
believing individual or from the believing community. Its authority comes from God: “the highest 
proof of Scripture derives in general from the fact that God in person speaks in it.”25 This may 
sound fairly naive and vulnerable for critiques of authoritarianism, since authority can only exist 
where persons and communities invest authority and thereby make persons or texts 
authoritative.26 But the distinct nature of faith renders scriptural authority more than a social 
construct, at least: if it is true that God really speaks his Word in words.27  

But while scripture’s authority is not strictly based on faith, it cannot be disengaged from faith to 
serve as an independent foundation of knowledge. Such a procedure would take scripture out of 
the context of God’s communication with humans, which is personal rather than textual, 
persuasive rather than propositiona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truth of scripture is non-textual 
or non-propositional, but it means that textuality and propositionality are less important than the 
personal, persuasive character of scripture. The importance of faith is therefore not limited to the 
beginnings of understanding scripture, as if faith was only needed for scripture’s vindication as 
foundation of knowledge, after which it could be formalized to serve as a judge in a variety of 
epistemological and theological matters. The entire theological and epistemological functions of 
scripture are defined by its soteriological function. In other words, faith is itself not a formal 
principle, but it is the personal knowledge of God in Christ.  

The definition of sola scriptura as confession of faith does not exclude the open exploration of the 
text of scripture with all exegetical, historical and critical means, but rather opens up the possibility 
of such research. Sola scriptura should not limit the freedom of exegesis. While sola scriptura 
underlines that the reality of scripture is more than its visible, textual phenomena only,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ality of scripture can be detached from these phenomena. Since it is not to be 
expected that the spiritual reality of Scripture is demonstrated by merely historical-critical 
methods, these methods do not directly threaten that spiritual reality. But these methods also 
cannot speak the final verdict over the reality of Scripture, because they do not ask for the 
presence of God. 

                                                 

24 J. B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49–50: “Scripture’s ‘externality’ is its reference to revelation, not its visible textuality; that textuality serves the 
viva vox Dei.” 

25 Calvin, Inst. 1.7.4: “tota scripturae probatio passim a dei loquentis persona sumitur”;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wo Volumes, trans. John Thomas MacNeill and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London: 
The Westminster Press ; SCM, 1960), 78. 

26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54. 

27 This is the present author’s objection against the position of Carl Raschke. See footnote 34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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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 detaching sola scriptura from sola fide leads to a primarily epistemic authority of scripture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scripture. For scripture is not primarily given to be 
understood but to be believed. On the other hand, detaching sola fide from sola scriptura leads to 
an idea of faith that is too general and therefore prone to subjectivism.28  

5.2 The church as creatura verbi and community of faith 

In the present discussion of sola fide, the relation between scripture and church can be clarified. As 
demonstrated above, the original intention of sola scriptura was to prevent the church from ruling 
definitively over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church and scripture 
are strictly separate entities or that they even could be defined by their mutual opposition. On the 
contrary, the church is defined by the Word of God; she is creatura verbi.29 For the church, this 
means that—unlike scripture—she is not autopistos and that she does not find her stability and 
reliability in herself.30 Rather, this stability and reliability are found extra ecclesiam, in God who 
speaks His own Word.31  

In this sense, the Bible is the book of the church; not in the sense that the church separates 
acceptable interpretations from unacceptable ones. For sola scriptura means that the church can 
err.32 The church is per definition on the receiving end of the scriptures. As creatura verbi, her 
identity is primarily hearing church, although she will subsequently teach what she has heard.33 
This hearing shapes the identity of the church in an ongoing way: the church is underway to 
become what the Word of God calls her to be. So, the relation between scripture and church is 
stamped by an eschatologically oriented dynamic. The truth of what the church teaches, will also 
be vindicated in the eschaton. She asserts the eschatological truth with an eschatological proviso. 
This dynamic is constantly in danger, however. The church is tempted to claim the authority that 
scripture has, for herself, which would turn the church’s identity, and the nature of faith, upside 
down. No longer would the individual believer and the community of believers be centered on 
God’s promises in the gospel, but on itself. From being eschatologically oriented on God’s promises, 
it becomes authority-oriented, and thus encapsulated in a church that will be focused more and 
more on its own well-being than it is concerned for the Kingdom of God. Scripture constantly calls 
the church out of this error and inertia. So, a church that lives by sola scriptura is not the guard of 
unchangeable truths and of the status quo, but rather a community of people underway, that lets 
itself be questioned and corrected. For the first person using the text of scripture is neither the 

                                                 

28 Calvin, Cat. Gen. Q. 111, in Thomas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 Clarke, 1959), 22. Cf.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44–45. 

29 Note the use of the term ‘Word of God’, instead of ‘scripture’. This is not to oppose the two, nor to deny that the 
Word comes to us in scripture, but to stress that the Word of God is more than mere text; it is scripture in ac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30 On scripture being autopistos, see H. van den Belt, “Schriftgezag en geloofszekerheid,” in Sola Scriptura: De 
actualiteit van de gereformeerde visie op de Schrift, ed. Jan Hoek (Heerenveen: Groen, 2008), 82–103. 

31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46. 

32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24. Compare p. 326: “Scripture needs to be 
interpreted, but it does not need a normative interpretation.” 

33 Cf. Eberhard Jüngel, “Die Kirche als Sakrament,”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80, no. 4 (1983): 4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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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gete or the church, but the Holy Spirit. 

So, nobody can claim that he offers the final interpretation of any text. Sola scriptura serves to 
keep an open space for exegetical discussion, and as such serves Christian freedom.  

All this results in a pneumatological-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scripture, faith, and church. 
Scripture is not a dead text, but the living Word of God’s promise, used by the Spirit to call the 
community of believers to the Kingdom of God. Sin is exposed as people’s reluctance to move 
toward God’s Kingdom and their tendency to build a Kingdom of their own. The church is built up 
by tearing down the structures humans make to hide themselves. The obedience of the church, 
and of the individual believer, does not come to pass automatically. This is the work of the Spirit. 
One cannot learn sola scriptura without conversion and obedience. 

6. Sola scriptura and sola gratia 

6.1 Holy scripture as a matter of grace 

The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humans through scripture is entirely dependent on God’s 
initiative. It is a matter of grace. So, there can be no understanding and confession of sola scriptura 
without sola gratia. Moreover, grace is not only the background of God’s communication with 
humans in scripture, it is also the practice and content of that communication. The aim of God 
speaking to humans is soteriological, and in sola scriptura there is a tendency towar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sola scriptura leads to solo verbo.34 Moreover, in his address, God 
communicates himself, not only in the many words of scripture, but primarily in the Word, Jesus 
Christus. God’s communication is self-communication and this self-communication is 
communication-in-action. In other words: the doctrine of scripture is grounded i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Not only is holy scripture a witness to God’s gracious deeds; it is itself the result of 
God’s grace and it is the very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 of God’s grace and ultimately: 
God Himself.  

God’s gracious communication in holy scripture shows particularly in its human character. God uses 
biblical scriptures that have been written in concrete historical situations to address humans in 
their actual contexts. God’s act of self-communication does not exclude, but radically includes 
human agency, which is an act of grace within an act of grace: God not only addresses humans, but 
He addresses them in a human way; not only orally, but also in writing. God is author, in the sense 
that his transcendence does not forbid Him to elect certain writers and their texts to serve his 
self-communication.35 Exactly in the human, textual character of the scriptures we see the 
signature of the God of Israel, who acts and writes by engaging Himself completely in the human 
history He creates. 

The soteriological character cannot be removed from scripture to obtain a residu of more or less 
interesting facts and trivia about God, humanity, and the world. Scripture is written so that 

                                                 

34 Cf. Gerhard Ebeling, “‘Sola Scriptura’ Und Das Problem Der Tradition,” in Das Neue Testament als Kanon. 
Dokumentation und kritische Analyse zur gegenwärtigen Diskussio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0), 321.  

35 See Wolterstorff, Divine Discourse, 283–284 on the distinction between divine inspiration and divine discourse, 
and on God’s be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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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may believe. Far from being a reduction of the truth-character of scripture, this is a 
definition of the nature of truth found in scripture. Truth is not primarily what fits any human 
theory of truth—for instance, the correspondence theory (adaequatio rei et intellectus)—but what 
scripture proclaims to be true. Ultimately, Jesus Christ himself is the truth. This radical redefinition 
of truth in the light of the gospel follows directly from the indissoluble bond between sola gratia 
and sola scriptura: humans do not have the understanding of truth at their disposal, but need to 
learn it from beginning to end. This implies a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scripture: it is not the 
foundation of human knowledge, the basic epistemological principle of theology, but it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self-revelation of the Triune God. Humans need the Spirit.36  

6.2 Receptivity 

Since scripture is God’s gracious gift and sola scriptura and sola gratia define each other 
reciprocally, scripture needs to be received in a certain kind of way. God’s self-communication has 
a soteriological aim: to justify sinners and renew their lives. So, in the dynamics of sola scriptura 
the human person appears coram Deo, as sinner in God’s judgment. This entails a radical shift in 
the hermeneutical situation: scripture is not dependent on the interpretation of a more or less 
hermeneutically competent reader, but through scripture, God interprets humans, that is, He gives 
them their proper place. Humans do not have to bring light to the scriptures to clarify obscure 
passages, but scripture itself is the light that clarifies the person’s situation and the person he is. 
This is the theological sense of the classical rule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it not only 
means that easier passages can be used to shed light on more difficult passages, but it even means 
more radically that scripture is not in need of human interpretation to receive a meaning, but that 
humans are in need of scripture to find meaning, not only in scripture, but also in their entire lives. 

So, scripture places humans in a position of receptivity. In the light of scriptur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istance oneself from the truth claims of scripture, or to act as homo hermeneuticus 
who skillfully squeezes out meaning even of the most obscure texts. Rather, humans get involved 
in the reality of God’s judging and saving acts. This receptivity involves losing control of one’s life: 
one becomes dependent on God and His Word. It is not merely choosing a certain perspective, 
such as a participatory perspective instead of the outsider’s perspective, but God puts humans in a 
receptive position. For in a radical sense, human hermeneutical participation is and remains a 
matter of grace.  

This receptivity, however, is not mere passivity, but it is responsivity: God’s gracious call in scripture 
asks for the answer of faith. The authority of scripture is not a static characteristic of scripture, but 
this authority is exerted every time humans find themselves in the position of receivers of God’s 
grace.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1 Corinthians 4:7). This implies that scripture 
belongs primarily in the church and only secondarily in the academy, because the church is the 
place where responsivity is practiced. This is where classical historical-critical, methodologically 
agnostic approaches fall short, useful as they may be to analyse the biblical writings in ways any 
other book can be analyzed. But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also needed.  

                                                 

36 Note that the present argument has been developed without an explicit theory of scripture’s divine inspiration. 
While inspiration is no unimportant theme, it does not have to bear the weight of being the prime support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 because not the specifics of God’s work in biblical authors but God’s self-communication 
through biblical writings and His triune life give the Bible it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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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la scriptura and solus Christus 

Solus Christus is decisively important for sola scriptura; without solus Christus, sola scriptura is 
unthinkable.37 At least, this was the case for Luther, who explicitly regarded Christ as the heart, 
center and essence of scripture: “Take Christ out of the scriptures and what more will you find in 
them?”38 As Lotz notes, Christ is the center of Luther’s scripture because all scriptures are 
oriented towards him, because the law-gospel dialectic points to him, and because he proclaims 
himself through the gospel.39 Exactly this Christ-centeredness of scripture determines scripture’s 
normative authority for the church. Scripture’s authority is Christ’s authority. 

Clearly, for Luther as for many others, Christ is primary and scripture is secondary in the relation 
between Christ and scripture. Typically, Luther says on the one hand that scripture alone must rule 
as queen in the church, and on the other hand that scripture is servant and Christ is king.40 This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in Luther’s reading of scripture even becomes a criterion to assess 
scripture in its parts and as a whole. He ranks New Testament books by the clarity of their 
discussion of justification, thus creating a hierarchy within the canon. Because of a lack of Pauline 
teaching of justification, Luther could even call the epistle of James “an epistle of straw.”41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relation between solus Christus and sola scriptura is a 
one-way street. Also for Luther, scripture is necessary to find Christ. Luther writes that he lost 
Christ in scholastic theology and found him again in the apostle Paul.42  

Ingolf Dalferth has contributed to this discussion by explaining the idea that Jesus Christ is the 
center of scripture as a statement on the relation to reality of protestant interpretations of 
scripture.43 While the scriptures themselves are a disparate collection of diverse books, Christ is 
the center, not in a semantic or thematic, but in a theological sense. For he is not simply the 
summary of the scriptures, nor is he the explicit or implicit theme of all biblical scriptures. Rather, 
the statement that Jesus Christus is the center of scripture, is a theological statement of the 
christian church. It marks the point in relation to which the biblical scriptures should be read and 
interpreted, to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God’s Word and to sense and explain God’s 

                                                 

37 Lotz, “Sola Scriptura,” 275: “Solus Christus is the presupposition and ground of sola scriptura.” This is communis 
opinio; cf. Hans-Jürgen Hermisson, “Jesus Christus als externe Mitte des Alten Testaments : Ein unzeitgemässes 
Votum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n Jesus Christus als die Mitte der Schrift (Walter de Gruyter, 1997), 
199–233;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197; Armin 
Wenz, Das Wort Gottes - Gericht und Rettung: Untersuchungen zur Autorität der Heiligen Schrift in Bekenntnis und 
Lehre der Kirch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84; John B. Webster, Word and Church Essays in 
Christian Dogmatics (Edinburgh: T & T Clark, 2001), 10, 25. 

38 Luther, WA 18, 606: “Tolle Christum e scripturis, quid amplius in illis invenies?” 

39 Lotz, “Sola Scriptura,” 270–271. 

40 Luther, WA 40/1, 120; WA 40/1, 459. 

41 Luther, WA.DB 7, 385; cf. p. 272.  

42 Luther, WA 2, 414: “Ego Christum amiseram illic, nunc in Paulo reperi.” 

43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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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44 So, the center of scripture is not found in the horizon of semantic meanings of biblical 
texts, but in the horizon of pragmatic use in the christian church.45 This center lies outside 
scripture, for Christ is not a text, but the externality of the text, to which faith relates. He is the 
focal poin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exts.46 Thus, Christ cannot be completely identified with 
any text, since he is the reality outside the text which gives the text its relation to reality. So, solus 
Christus is the criterion for sola scriptura; this relation cannot be reversed.47  

While Dalferth’s accents are valuable, a problem of his approach is that he renders sola scriptura 
almost irrelevant, because Christ is not only the center of scripture, but also of the knowledge of 
God, self, and world.48 Besides, the experience of God’s presence by the interpretative community 
of faith plays a decisive role in Dalferth’s discourse. This experience decides what can count as 
conforming to Christ and what is not. In this respect, the believing experience, or the communion 
of the church, has taken the place that sola scriptura held earlier.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Dalferth’s rather strict christocentrism, it is worth to consider 
complementing the statement that solus Christus is the criterion for sola scriptura with the 
statement that, secondarily, sola scriptura is the criterion for solus Christus. Only secondarily, 
because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the scriptures like they believe in Christ: Christ is the center of 
scripture and scripture is not the center of Christ. Still, sola scriptura is an actual criterion for what 
solus Christus means, because we have no other Christ than the Christ of the scriptures. There is 
reason to be critical of Sachkritik on the scriptures on the basis of solus Christus if solus Christus 
means the Christ of the believers’ experience.  

8. Conclusion 

Let us conclude. I have tried to demonstrate the coherence of sola scriptura with sola gratia, sola 
fide and solus Christus. Let us return to Brad Gregory’s critiques to see whether the argument 
developed here sufficiently addresses the issues raised. 

While Brad Gregory states that sola scriptura in fact fostered individualism and pluralism, this is 
certainly not inherent to sola scriptura. Historically, such individualism seems to stem more from 
the endeavor of the Enlightenment than from the Reformation. But more importantly, sola 
scriptura can neither be detached from the tradition of the church, nor from sola gratia and sola 
fide. This means that sola scriptura did not mean that crucial doctrines had to be reconstructed or 
at least demonstrated anew,49 nor does it mean that every part of doctrine today should be 

                                                 

44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89. Cf. Ebeling, “‘Sola Scriptura’ und das Problem der Tradition.,” 330. Ebeling 
connects the question of the scriptures’ unity to the “erleuchtender Macht ihrer Sache.” 

45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89: “in deren pragmatischem Gebrachshorizont in der christlichen Kirche.” 

46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1. 

47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3: “Die Frage nach der Mitte der Schrift ist so immer zugleich die Suche nach 
dem Sachkriterium der Selbstunterscheidung der Schrift von ihrer Sache, und der Rekurs auf das Außen 
unterstreicht, daß die Mitte (das solus Christus) Kriterium der Schrift (des sola scriptura) ist und nicht umgekehrt, 
weil diese Mitte in der Schrift selbst gegenwärtig wirksam ist.” 

48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6. 

49 This is contended by William J. Abraham, Canon and Criterion in Christian Theology: From the Fathers to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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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ly in the Bible.50 Rather than downplaying the importance of ecclesial and theological 
traditions, sola scriptura means that the final authority of doctrine does not reside with the church, 
but in scripture. Ironically, if tradition was in agreement on one thing, it was on the point that 
doctrine should be based on scripture.51  

Sola scriptura should not be unhooked from the interconnection with the other solas. It 
presupposes solus Christus as center of scripture, and sola fide and sola gratia for the reception of 
scripture. However much sola scriptura may be used as catchword by advocates of biblical 
inerrancy, it does not fit well in such a defense because it does not primarily focus on the Bible as 
text. Sola scriptura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solus Christus. For that very reason, 
readers of scripture are not merely homines hermeneutici, who try to press a meaning out of the 
text, but they are addressed as sinners and as people to be justified. For scripture is not a mere 
text, but God’s salvific communicaton with humans. Its truth is not primarily a set of propositions, 
but the truth of God’s promises, demonstrated in the resurrection of Christ. So, sola scriptura 
opens up a middle way between inerrantism’s objectivism and postmodern subjectivism, between 
the power play of the singular dominant interpretation and the plurality of incommensurable 
interpretations. All in all, sola scriptura needs a trinitarian mode of understanding instead of a 
philosophical one. Meanwhil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tself illustrates nicely what is meant by 
sola scriptura: the doctrine is not itself in the Bible, but it is biblical through and through.52  

Surely, sola scriptura does not solve all hermeneutical problems; it rather puts these in the 
perspectives of the other solas. Rightly so, because it can only be understood with the help of the 
other solas. 

 
 
  

                                                                                                                                                                  
(Oxford;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48. 

50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19. 

51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164–165. 

52 Christoph Schwöbel, “The Trinity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 no. 1 (20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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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함께”: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종교개혁의 다른 “오직”들

아놀드 하위헌(아펄도른 신학교, 교의학 교수)

1. 서론(Introduction)
하나님께서 16세기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는 종교개혁의 다른 “오직”들,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개혁파의 “오직 성경”에 집중하길 원한다. 나의 주장은 “오직 성경”은 본래적으로 
다른 “오직”들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을 놓칠 때에 성경주의 
아니면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의 딜레마라는 망령이 들어설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강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직 성경”에 대한 브래드 그레고리의 비판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의 간략한 역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들을 각각 다룬다.

2. “오직 성경”에 대한 두 가지 비판(Two critiques of sola scriptura)
브래드 그레고리는 최근에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묘사에서 “오직 성경”에 

중추적인 기능을 부여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 같이 성경이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에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레고리가 “뜻밖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른 것, 즉 교회와 
사회의 세속화를 야기했다.1) [이하는 그레고리의 주장임] 왜냐하면 “오직 성경”의 신봉자들은 
성경이 그 자신의 해석자가 된다(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고 말하긴 했지만,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가르치며, 따라서 정말로 무엇이 좋은 기독교 교리이며 실천인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 그 결과 발생했던 상충하는 해석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가령 
유아세례 관습이나 삼위일체 교리처럼,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옹호할 때 성경 외에 다른 다양한 권위들에 의존해야만 했다. 
궁극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성경 해석들의 분쟁은 경쟁하는 정치 권위들의 후견 속으로 옮겨졌고, 
그리하여 그 갈등은 교회적 수준에서 정치적 수준으로 심지어는 전쟁의 수준으로까지 옮겨졌다. 
그리하여 “오직 성경”은 굳이 해석학적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상의 
다원성에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진리 주장들에 대해서 규범적인 심판관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권위들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이제, 비록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교부들과 공의회 교령들의 
상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들 ‘전부’는 ‘모든’ 추정상의 ‘권위’를 거부했는데, 특히 그 
권위가 자신들 각자가 상반되게 이해했던 성경에 근거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겼던 것과 
차이가 날 때에는 거부해 버렸다.”3) 그 최종적 결과는 화해 불가능한 진리 주장들의 제한 없는 
증식“이었다.4) 그것은 결국 여러 작품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정치적인 동시에 전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학적 무정부상태는 그런 불일치 혹은 사실상의 분쟁이 오직 초자연적, 
특별계시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적 반응을 촉발시켰다. “오직 

1) Brad S.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How a Religious Revolution Secularized 
Societ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89.
2) 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93. 
3)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96.
4)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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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오직 성경”이 제공해 주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화로우며,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약속했다.5) 그레고리에 따르면 “오직 성경”이 지닌 상대화시키는 경향성들은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다원주의의 길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의 길도 열어주게 
되었다.6) 이것은 엄청난 고발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우선,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자.

3. “오직 성경”의 “원래의” 의미(The ‘original’ meaning of sola scriptura)
루터의 작품에서 “오직”과 “성경”이라는 단어들이 아주 근접하여 사용된 단락이 있긴 하지만, 

개혁주의의 구호(watchword)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7) 
“오직 성경”이 하나의 “구호”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19세기 담론에서 주로 나타난다.8)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어떤 버전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말로 무엇을 뜻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분명히, “오직 성경”이 강조될 때에는 그와 경쟁상대에 있는 것들이 배제된다. 종교개혁기에 제일 
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주된 경쟁자들은 교회, 교회의 가르치는 직분, 교도권(敎導權), 교회 
전통이었다. 트렌트 공의회가 성경과 전통은 동일한 경건과 존경심으로 수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유명하다. 물론, 여기에서 트렌트 공의회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토론거리이지만 말이다.9) 그러나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전통을 전적으로 거부했음을 뜻하지 

5)Gregory, The Unintended Reformation, 113–114.
6)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et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makes a similar case for the secularizing, disenchanting effects of the 
Reformation. The individualist and pluralist bent Gregory discerns in sola scriptura dovetails with 
what Taylor calls "The Great Disembedding" (p. 146). 
7) M. Luther, WA, 7, 98–99: "solam scripturam regnare". David W. Lotz, "Sola Scriptura: 
Luther on Biblical Authority," Interpretation 35, no. 3 (1981): 258–273 notes that sola scriptura 
as a principle is not exactly characteristic for Luther’s view of scripture. Luther’s point rather is 
that scripture and Tradition are closely tied together and basically say the same.
8) R. C. Sproul, Scripture Alone: The Evangelical Doctrine (Phillipsburg, N.J.: P & R Pub., 
2005), 15–16 uses this terminology in his plea for biblical inerrancy. For a rejection of these 
terms, see Anthony N. S.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in 
A Pathway into the Holy Scripture, ed. Philip E. Sattertwhaite and David F. Wrigh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298.
9) Council of Trent, session 4 (8 April 1546): "pari pietatis affectu ac reverentia suscipit et 
veneratur", see Heinrich Denzinger and Peter 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38th ed.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99), 496. 
Trent is open to discussion because the Counter-Reformation’s claim that tradition adds to the 
revelation given with Scripture is not found in the council; cf. G.C. Berkouw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Grand Rapids: Eerdmans, 1965), 114. For an ex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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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특정 전통을 선호했고, 또한 그 전통은 상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헤이코 오버만은 이것을 “전통 I”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통에 대한 이런 견해는 초기 교회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성경과 전통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안에서, “성경과 전통은 여기에서 함께 어우러진다.”10)

이러한 “전통 I”은 주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수납되었다. 그들은 급진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유아세례와 초기 신조들과 공의회 결정들을 수납했다. 다른 전통 즉 “전통 II”는 이후의 권위 있는 
성경외적인 교회전통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정 전통(“전통 I”)이 어떤 권위가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ultimate) 권위를 지닌다는 것은 부인했다.11)

그래서 “오직 성경”은 모든 다른 원천들과 자료들을 다 버리고, “나와 내 성경”만 붙드는 태도를 
양산하지 않는다.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썼던 그 한 단락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통치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히에로니무스(제롬)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루터는 “성경에만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2) 그처럼 교부들의 지지는 
루터 및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 중요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시대의 공통적인 지식도 언급했고, 인간 이성이나 세속 
철학자들과 시인들, 자연본성과 문화도 언급한다. 칼빈은 지식의 원천으로 경험에 호소할 수 
있었다(경험이 가르치면, 우리는 안다; experientia docet; scimus).13) 그는 자기 시대의 예술적 
상태의 과학적 통찰력을 사용하면서, 점성술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14) 그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론과 논리학은 다만 후기종교개혁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록 더욱 온건한 형식들을 취하긴 하지만 칼빈에게서도 발견된다.15) 운동은 

discussion of Tr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ripture, interpretation, and church, see 
Eduardo Echeverria, Berkouwer and Catholicism: Disputed Questions,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24 (Leiden: Brill, 2013), 273–392. Thanks to Eduardo Echeverria for pointing this out.
10) Heiko A. Oberman, The Harvest of Medieval Theology; Gabriel Biel and Late Medieval 
Nominalism.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67), 365–369.
11) Robert W. Jenson, Systematic Theology. Volume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7–28. Jenson misses the point, however, when he writes that sola scripturawould be an 
oxymoron if it means that church, tradition, etc., play no role. For church and tradition always 
play a role, but the question is what role they play. 
12) Luther, WA7, 98–99. 
13) Calvin, Inst. 3.2.4: "experientia docet". On scimusas reference to common knowledge, see 
Arnold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Analysis and Assess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76, 318.
14) John Calvin, "A Warning against Judiciary Astrology and Other Prevalent Curiosities," 
Trans. Mary Potter, Calvin Theological Journal 18 (1983): 157–189.
15) E.g. the distinction between necessitas consequentis and necessitas consequentiae in Inst. 
1.16.9 and the four causes in Inst. 3.14.17; cf.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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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성(不動性)보다는 열등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이상학은 하나님의 감정과 정념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작품들 속에서 나타난다.16)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다양한 계시수단들에 열려 있기도 했는데, 단지 (성경 읽기와는 다른) 
감각 작용을 통해서만 아니라17) 심지어 성경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예언을 통해서도 계시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18) 토니 레인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유일한 원천도 아니며, 신학의 
유일한 자료도 아니었다고 적절하게 결론짓는다.19)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성경”이 뜻하는 바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말이다. 다른 모든 권위들은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통과 교회조차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그 누구도 자신만이 권위 있는 배타적 해석을 
가졌다고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시대 
이후로 성경은 점점 더 문헌들이 지니는 모든 특징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문헌(text)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역사비평적 연구는 다른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는 해석적 수단들로 성경을 
다룸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었다.21)

다층적인 위기들이 발생했다. 이해의 위기, 권위의 위기, 텍스트성의 복잡성, 계몽주의와 근대와 
후기근대(포스트모던)의 인식론적 도전들 등등. 단지 “오직 성경”의 원리를 철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만일 “오직 성경”이 성경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의 특징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새롭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4. 작업을 위한 정의(A working definition)
이하의 논의에서 “오직 성경”은 원래 지녔던 용례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만 

로마 가톨릭과 급진적 종교개혁과의 논쟁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22) “오직 성경”은 권위에 

Post-Reformation Slogan," 304.
16)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355–361.
17) Cornelis van der Kooi, As in a Mirror John Calvin and Karl Barth on Knowing God: A 
Diptych (Leiden; Boston, Mass.: Brill, 2005), 75–77.
18) Calvin, Inst. 1.9.1; cf.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09–310.
19)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13 Cf. the 
overview in Anthony N. S. Lane, "Scripture, Tradition and Church : An Historical Survey.," in 
Vox Evangelica 9 (London Bible College, 1975), 37–55.
20)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24.
21) Cf. Michael C. Legaspi, The Death of Scripture and the Rise of Biblical Stud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i, 169; Jörg Lauster, Prinzip und Methode: die 
Transformation des protestantischen Schriftprinzips durch die historische Kritik von 
Schleiermacher bis zur Gegenwart (Tübingen: Mohr Siebeck, 2004).
22) In research on sola scriptura, the term often goes undefined. A loose definition based on 
‘authority’ seems better than both a narrow definition that could be criticized for being either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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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서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위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 권위의 본질과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진리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레고리의 반대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끝없는 다원주의 및 권력 행사를 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겠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을 다른 “오직”들과 연결 
지음으로써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Sola scriptura and sola fide)
5.1 신앙고백으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as a confession of faith)
성경 66권의 책의 묶음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고백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성경의 단순한 텍스트나 성경의 책들의 다양성으로부터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3) 그래서 
한층 더한 이유로, “오직 성경”은 신앙의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말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신다. 따라서 만일 “오직 성경”에서 “성경”이 단지 텍스트 조각이나 
작품들의 모음집에 불과한 것처럼 환원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성경은 텍스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런 것이며, 그렇기에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 그 
이상이다. 그것의 주된 전달 방식은 말이나 텍스트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과 분리되어 추상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은 단지 하나의 책으로서, 텍스트성이나 기호학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통하여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으로서 그 텍스트의 실재성은 책의 성질을 초월한다. 성경이 분명히 보이는 
실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적인 실재이다. 적어도 보이긴 하지만 보이는 것 
이상이다.24)

성경의 이러한 성격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 믿음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산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최후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될 것이다. 오히려 믿음은 정의상 수용적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적이다. 
(여기에서 “오직 은혜”가 함께 들어온다.) 그렇기에 성경의 궁극적 권위는 교회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이 원래 뜻하는 바였다. 그 권위는 신자 개인이나 신자 
공동체로부터 도출되지도 않는다. 그것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경의 최고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도출된다.”25) 이런 

specific or so general as to have no boundaries at all.
23) Cf. Ingolf U.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Anmerkungen zum Wirklichkeitsbezug 
evangelischer Schriftauslegung," in Jesus Christus als die Mitte der Schrift: Studien zur 
Hermeneutik des Evangeliums, ed. Christof Landmesser, Hans-Joachim Eckstein and Hermann 
Lichtenberger (Walter de Gruyter, 1997), 183, who distinguishes scripture (singular) as 
statement of faith from the scriptures (plural), as the biblical writings per se. 
24) J. B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49–50: "Scripture’s ‘externality’ is its reference to revelation, not its 
visible textuality; that textuality serves the viva vox Dei."
25) Calvin, Inst. 1.7.4: "tota scripturae probatio passim a dei loquentis persona sumitur";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wo Volumes, trans. John Thomas MacNei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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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권위주의라는 비판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권위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나 텍스트들을 권위 있게 만들 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그러나 믿음의 특징적인 성격은 적어도 사회 구조가 그런 것보다 더욱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27)

한편 성경의 권위가 엄격하게 믿음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독립된 지식토대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믿음과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맥락으로부터 성경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교제는 텍스트적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이며, 명제적이라기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진리가 
비(非)-텍스트적이며, 비(非)-명제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텍스트성과 명제성이 
성경이 지니는 인격적 성격과 설득적 성격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이다.

믿음의 중요성은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점에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믿음이 
지식토대로서 성경의 변호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인식론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성경이 형식화될 수 있는 듯이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지닌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전체 기능들은 그것의 구원론적인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형식적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신앙고백으로서 “오직 성경”의 정의는 모든 주석적, 역사적, 비평적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에 대해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직 성경”이 주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오직 성경”이 성경의 실재성은 
보이는 것 즉, 단지 텍스트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실재성은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영적인 실재성이 단지 역사비평적 
방법들에 의해 다 드러날 것처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그러한 영적인 
실재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또한 성경의 실재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성경의 성격에 조화되지 않는 
성경에 대한 인식론적 권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로 이해되도록이 아니라 
믿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직 믿음”을 “오직 성경”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 되고 따라서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28) 

5.2 말씀의 피조물(creatura verbi)로서의 교회와 신앙공동체(The church as creatura verbi and 
community of faith)

“오직 믿음”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서 성경과 교회 사이의 관계는 분명해질 수 있다.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오직 성경”의 원래의 의도는 교회를 성경 해석보다 상위에 두어 결정적으로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London: The Westminster Press ; SCM, 1960), 78.
26)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54.
27) This is the present author’s objection against the position of Carl Raschke. See footnote 
34 above.
28) Calvin, Cat. Gen. Q. 111, in Thomas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 Clarke, 1959), 22. Cf.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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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성경이 엄격하게 분리된 개체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교회와 성경이 상호적인 반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의된다. 즉,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creatura 
verbi)”이다.29) 교회 편에서 보자면, 이 말은 성경과는 달리 교회는 자증적(autopistos)이지 않으며, 
또한 교회는 자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30) 오히려 이러한 
안정성과 신뢰성은 교회 바깥에서(extra ecclesiam), 즉 자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진다.31)

이러한 뜻에서 성경은 교회의 책인데, 그것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들과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들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은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32) 

교회는 정의상 성경의 수납적 목적에 있다. “말씀의 피조물”로서 교회의 정체성은 주로 주로 듣는 
교회이다. 비록 교회가 자신이 들었던 바를 그 뒤에 가르치긴 하겠지만 말이다.33) 이러한 들음은 
하나의 지속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신 존재가 
되어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관계는 종말론적으로 방향 지워진 원동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교회가 가르치는 바의 진리는 종말에 증명될 것이다.

교회는 종말론적 조건 하에서 종말론적 진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동력은 지속적으로 
위기에 처한다. 교회는 성경이 가진 권위를 자신을 위해 주장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과 믿음의 성격이 뒤집혀진다. 그리하여 신자 개인과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종말론적으로 방향 지워지는 대신에, 교회는 권위 지향적이 되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녕에 점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오류와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요청한다. 그렇기에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불변하는 진리나 “현상태(status quo)”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수정하는 공동체이다.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인격자는 주석가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특정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최종적인 해석을 제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은 주석적 토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유지시켜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자유를 

29) Note the use of the term ‘Word of God’, instead of ‘scripture’. This is not to oppose the 
two, nor to deny that the Word comes to us in scripture, but to stress that the Word of God is 
more than mere text; it is scripture in ac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30) On scripture being autopistos, see H. van den Belt, "Schriftgezag en geloofszekerheid," in 
Sola Scriptura: De actualiteit van de gereformeerde visie op de Schrift, ed. Jan Hoek 
(Heerenveen: Groen, 2008), 82–103.
31)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46.
32)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24. Compare p. 
326: "성경은 해석될 필요가 있지만, 성경이 규범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Scripture 
needs to be interpreted, but it does not need a normative interpretation)."
33) Cf. Eberhard Jüngel, "Die Kirche als Sakrament,"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80, 
no. 4 (1983): 4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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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봉사한다.
이 모든 내용은 성경과 신앙과 교회에 대한 성령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성경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성령께서 신자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죄가 드러난다. 교회는 인간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만든 구조물을 무너뜨림으로써 세워진다. 교회와 신자 개인의 순종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회심과 순종 없이 “오직 성경”을 배울 수 없다.

6.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Sola scriptura and sola gratia)
6.1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경(Holy scripture as a matter of grace)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제권에 의존한다. 그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없이 “오직 성경”을 이해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은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의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통의 실천과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론적이다.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서 
복음의 선포를 향한 경향성이 있다. “오직 성경”은 “오직 말씀으로(solo verbo)”에 도달한다.34)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말들 속에서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전달은 자기 전달이며, 이러한 자기 
전달은 행동 속에 잇는 전달이다. 달리 말하자면, 성경의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바탕 위에 있다. 
오직 거룩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의 증언이 될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전달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전달이다.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전달은 주로 그것의 ‘인간적인’ 성격 속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제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전달 행위는 인간 행위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으로 포함시키는데, 이것은 은혜의 행위 속에 있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단지 구두로써가 아니라 
글로써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저자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께서 특정 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텍스트들이 하나님의 자기전달을 막도록 하지 않는다.35) 성경의 바로 이러한 
인간적이고 텍스트적인 성격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는 인간 역사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개입시키심으로써 행동하시고 기록하신다.

구원론적 성격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관한 다소간 흥미로운 사실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의 잔류물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성경은 인간들이 믿도록 기록된 것이다. 성경의 
진리적 성격을 환원시키기는커녕,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성격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다. 진리는 주로 인간적 진리이론, 예를 들자면 상응이론 즉 “사건과 지성의 
맞추기”(adaequatio rei et intellectus)와 같은 이론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리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 재정의는 복음의 빛에서 볼 때에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사이의 영속적인 
결합고리에서부터 직접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진리에 대해 이해해서는 안 되고, 

34) Cf. Gerhard Ebeling, "‘Sola Scriptura’ Und Das Problem Der Tradition," in Das Neue 
Testament als Kanon. Dokumentation und kritische Analyse zur gegenwärtigen Diskussio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0), 321. 
35) See Wolterstorff, Divine Discourse, 283–284 on the distinction between divine inspiration 
and divine discourse, and on God’s be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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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이다. 그것은 
인간 지식의 근거나 신학에 대한 기본적 인식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빛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성령이 필요하다.36) 

6.2 수용성(Receptivity)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가 서로를 상호적으로 정의 내려 

주기 때문에, 성경은 특정한 방식으로 수용되어만 한다. 하나님의 자기전달은 구원론적 목적이 있다. 
즉, 죄인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직 성경”의 원동력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해석학적 상황에서 급진적인 전환을 포함한다. 성경은 다소간 해석학적으로 유능한 독자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해석하신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자리를 
부여하신다. 인간들은 모호한 본문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빛을 조명해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성경 그 자체가 인간의 상황과 인간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 주는 빛이다.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의 해석자이다”(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라는 고전적 규칙의 신학적 의미이다. 
그것은 보다 어려운 본문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보다 쉬운 본문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다 급진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은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성경뿐 아니라 자기 전 생애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을 수용성의 위치에 정치시킨다. 성경의 빛 속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성경의 
진리주장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가장 모호한 텍스트에서조차도 의미를 
능수능란하게 짜내는 “해석하는 인간”(homo hermeneuticus)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행위의 실재성에 개입되게 된다. 이러한 수용성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된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존적이 
된다. 이것은 다만 어떤 특정 관점, 가령 외부인의 관점 대신에 참여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적인 자리에 두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해석학적 참여는 은혜의 문제이며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성은 단순한 수동성은 아니며, 오히려 응답성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은혜롭게 부르실 때에 믿음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의 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위가 매순간 인간에게 작용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전 4:7). 이것은 성경이 첫째는 
교회에 속하며 오직 두 번째로만 학계(學界)에 속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응답성이 훈련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전적 역사비평적 방법, 방법론적 불가지론적 접근이 한계에 달하는 
지점이다. 비록 그 방법론들이 다른 여느 책들을 분석할 때처럼 성경을 분석할 때에도 사용될 수는 
있을 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 역시 필요하다.

7.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Sola scriptura and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없이 “오직 성경”은 

36) Note that the present argument has been developed without an explicit theory of 
scripture’s divine inspiration. While inspiration is no unimportant theme, it does not have to bear 
the weight of being the prime support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 because not the specifics of 
God’s work in biblical authors but God’s self-communication through biblical writings and His 
triune life give the Bible it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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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도 없다.37) 적어도 루터의 경우에는 이러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성경의 심장, 
중심, 본질로 간주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덜어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38) 로츠(Lotz)가 지적하듯이 루터에게는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분을 지시하기 때문이며, 또한 율법과 복음의 변증법이 그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며,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기 때문이다.39) 바로 이 성경의 그리스도-중심성은 교회를 위한 
성경의 규범적 권위를 결정한다.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성에 있어서 분명히 루터에게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일차적이며 성경은 이차적이다. 전형적으로 루터는 한편으로 오직 성경이 교회에서 
여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종(從)이며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다.40)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성이 루터의 성경 독법에서는 심지어 성경의 부분과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신약 성경 책들을 칭의론을 논하는 명료성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그리하여 정경 안에 위계서열을 만들어 내었다. 칭의에 대한 바울적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41)

그러나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루터에게도 역시 성경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루터는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가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을 다시 찾았노라고 적고 있다.42)

잉골프 달페르트(Ingolf Dalferth)는 성경에 대한 개신교적 해석들의 실재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선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설명하면서 이 논의에 기여했다.43) 비록 
성경책들은 다양한 책들의 여러 종류의 묶음이지만, 의미론적 혹은 주제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 중심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성경의 요약이 아니며, 또한 
모든 성경책들의 명시적 혹은 암시적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선언은 기독교회의 신학적 선언이다. 그것은 성경책들이 읽혀지고 해석되는 관계에서의 
요점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설명하도록 한다.44) 

37) Lotz, "Sola Scriptura," 275: "Solus Christus is the presupposition and ground of sola 
scriptura." This is communis opinio; cf. Hans-Jürgen Hermisson, "Jesus Christus als externe 
Mitte des Alten Testaments : Ein unzeitgemässes Votum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n Jesus Christus als die Mitte der Schrift (Walter de Gruyter, 1997), 199–233;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197; Armin Wenz, 
Das Wort Gottes - Gericht und Rettung: Untersuchungen zur Autorität der Heiligen Schrift in 
Bekenntnis und Lehre der Kirch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84; John B. 
Webster, Word and Church Essays in Christian Dogmatics (Edinburgh: T & T Clark, 2001), 10, 
25.
38) Luther, WA18, 606: "Tolle Christum e scripturis, quid amplius in illis invenies?"
39) Lotz, "Sola Scriptura," 270–271.
40) Luther, WA 40/1, 120; WA 40/1, 459.
41) Luther, WA.DB 7, 385; cf. p. 272. 
42) Luther, WA 2, 414: "Ego Christum amiseram illic, nunc in Paulo reperi."
43)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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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경의 중심은 성경 텍스트들의 의미론적 뜻의 지평에서 발견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회 
안에서의 실천적 사용의 지평에서 발견된다.45) 이러한 중심으로 성경 바깥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텍스트가 아니라 신앙이 관계하는 텍스트의 외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텍스트들의 해석의 중심점이다.46)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어떤 텍스트와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텍스트가 실재와 맺는 관계성을 텍스트에 부여하는 텍스트 외부의 
실재이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의 판별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결코 뒤집혀질 수 없다.47)

비록 달페르트의 강조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의 접근법이 가지는 하나의 문제는 그가 “오직 
성경”을 거의 적용성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아, 세계에 대한 지식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48) 그 외에도, 달페르트의 
담론에서는 해석을 수행하는 신앙공동체에 의한 하나님의 현존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경험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와 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 경험 혹은 교회의 교제는 “오직 성경”이 이전에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

달페르트의 다소 엄격한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 즉,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성경”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주장을 
보충하면서 “오직 성경”이 이차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직 이차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렇게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지만, 성경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은 여전히 “오직 그리스도”가 뜻하는 바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오직 그리스도”가 신자의 경험 속의 그리스도를 뜻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성경에 대한 내용비평(Sachkritik)을 비판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게 된다.

8. 결론(Conclusion)
결론을 내려 보자. 나는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사이의 

일관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브래드 그레고리의 비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강의에서 발전시킨 
논증이 그가 제기한 이슈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44)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89. Cf. Ebeling, "‘Sola Scriptura’ und das Problem der 
Tradition.,"330. Ebeling connects the question of the scriptures’ unity to the "erleuchtender 
Macht ihrer Sache."
45)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89: "in deren pragmatischem Gebrachshorizont in der 
christlichen Kirche."
46)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1.
47)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3: "Die Frage nach der Mitte der Schrift ist so immer 
zugleich die Suche nach dem Sachkriterium der Selbstunterscheidung der Schrift von ihrer Sache, 
und der Rekurs auf das Außen unterstreicht, daß die Mitte (das solus Christus) Kriterium der 
Schrift (des sola scriptura) ist und nicht umgekehrt, weil diese Mitte in der Schrift selbst 
gegenwärtig wirksam ist."
48) Dalferth, "Die Mitte ist außen," 196.



- 12 -

비록 브래드 그레고리가 “오직 성경”은 사실상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양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직 성경” 안에 내재한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개인주의는 
종교개혁보다는 계몽주의의 시도 속에서 더 많이 생겨난 것 같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오직 
성경”은 교회의 전통과 분리될 수도 없으며, 또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중심 교리들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새롭게 
논증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음을 뜻한다.49) 그것은 또한 오늘날 교리의 모든 부분이 성경 안에 
명시적으로 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50)

교회적이고 신학적인 전통들의 중요성을 경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직 성경”은 교리의 최종적 
권위가 교회와 함께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존속함을 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일 
전통이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 일치했다면, 그 교리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한다고 봐야 
한다.51)

“오직 성경”은 다른 “오직”들과의 연관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의 
중심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제하며, 또한 성경의 수납을 위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전제한다. “오직 성경”이 성경무오성의 신봉자들의 구호로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옹호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주로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경의 독자들은 단순히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짜내는 “해석하는 인간들”(homines 
hermeneutici)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자 의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로서 지칭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진리는 단지 일련의 명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은 성경무오성의 객관주의와 포스트모던적 
주관주의 사이에서, 하나의 유력한 해석의 권력 행사와 통약불가능한 해석들의 다원성 사이에서 
중간의 길을 간다.

대체로 말하자면, “오직 성경”은 철학적 이해보다는 삼위일체적 이해방식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삼위일체 교리 자체는 “오직 성경”이 뜻하는 바를 훌륭하게 보여준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안에 
그 자체로 있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성경적이다.52)

분명히 “오직 성경”은 모든 해석학적 문제들을 다 풀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오직”들의 관점 위에 둔다. 그것은 매우 적절한데, 왜냐하면 “오직 성경”은 다른 
“오직”들의 도움과 함께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우병훈 교수(고신대 신학과) 2018-10-25 오후 5:40

49) This is contended by William J. Abraham, Canon and Criterion in Christian Theology: 
From the Fathers to Feminism(Oxford;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48.
50) Lane, "Sola Scriptura? Making Sense of a Post-Reformation Slogan," 319.
51)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164–165.
52) Christoph Schwöbel, "The Trinity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 no. 1 (20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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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종말론1)

이상웅(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벨직신앙고백서(Confessio Belgica, 1561)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Heidelberger 
Katechismus, 1563) 그리고 도르트신경(Canones Synodi Dordrechtanae, 1618-1619)과 
더불어서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세 신앙고백서”(Drie formulieren van enigheid)라고 불
리운다.2) 이 세가지 신앙고백문서는 화란개혁교회와 그 영향하에 있는 북미주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으며, 교역자들이 되고자 하면 이 신앙문서들에 대해 서명을 하
도록 해왔다.3) 이 세 문서 가운데 1561년에 작성된 벨직신앙고백서4)는 가장 첫 번째로 작성
된 신앙고백문서이다. 첫 3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프랑스어로 간행되었고, 1562년에 화란어 
번역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번역본들이 출간될 정도로 이 신앙고백서에 대한 개혁교회의 반응
은 열렬했다.5) 꼬르뜨베흐에 의하면 이 신앙고백서는 이미 1563년에 ‘일치를 위한 신앙고백
서’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이다.6)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크르교리문답, 
도르트신경 등과 더불어서 “일치의 세 신앙고백서”로 공식 채택된 것은 1618-1619년 어간에 

1) 본고는 『개혁논총』 36(2015.12.), 105-143에 기고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Drie formulieren van enigheid’라고 하는 화란어 문구를 영어로는 ‘The Three Forms of Unity’

라고 표기하고, 한국에서는 ‘일치의 세 형식’이라는 문구로 옮기곤 하지만, 화란어 formulier(en)은 
신앙고백서 내지 신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구의 의미는 다
니엘 하이드가 잘 설명해준다고 사료된다: “개혁교회의 삼대 일치 신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개혁교회의 믿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정식(즉,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도르트신
조)이 존재하고, 모든 신조와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있어 
개혁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믿음에 있어 개혁교회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이 나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Daniel R. Hyde, Welcome to a Reformed Church. 김찬영 역.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42).

3) 이 점에 대해서는 Donald Sinnema, “The Origin of the Form of Subscription in the Dutch 
Reformed tradi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42/2 (2007): 256-282을 보라.

4) 국내에는 영어의 영향으로 흔히들 이 신앙고백서의 이름을 벨직신앙고백서 혹은 벨기에신앙고백서
(Belgic Confession)라고 불러왔지만, 화란에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Nederlandse Geloofs- 
belijdenis)라고 일관되게 표기한다. 1561년의 첫 인쇄본에도 벨기에라고 하는 표기가 없고, 
“Pay-Bas”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뻬-바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벨기에를 
합친 저지대를 가르키는 명칭을 뿐이다: “L'adjectif belgica qualifie ici l'ensemble des 
territoires formés actuellement par les Pays-Bas et la Belgique.”(https:// fr.wikipedia.org 
/wiki/Confessio_Belgica. 2015년 7월 8일 접속). 또한 Joel Beeke (ed.), Living for God: An 
Introduction to Calvinism. 신호섭 역, 『칼빈주의』 (서울: 지평서원, 2010), 59도 보라.  그러나 본
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통용 되는대로 벨직신앙고백서라는 표기를 일관되게 사용하
려고 한다. 

5) 초기 판본들에 대한 정보는 귀도 드 브레 저작 복간 작업을 이끌고 있는 P. Korteweg의 Guido de 
Brès (1522-1567) (Barneveld: Gebr. Koster/ Stichting Heruitgave Werken Guido de Brès, 
2010), 144-145(‘drukgeschiedenis’)을 보고, 번역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N. H.  Gootjes, The 
Belgic Confession: Its History and Sources (Grand Rapids: Baker, 2007), 161-190을 보라.

6)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51-152에 의하면 직분자들로 하여금 이 신앙고백서에 서
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1563년 아르망띠에르(Armentiers)에서 모인 지방회의에서 였으며, 1565
년 안트베르프 회의에서는 이 신앙고백서에 교회적인 권위를 부여했고, 1568년 베젤(Wezel)에서 소집
된 회의에서는 직분자들이 이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에 서명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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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였던 도르트(레흐트) 총회에서이다.7) 역사를 뒤돌아보면 화란에서는 이 3대 신앙고백문서에 
대해 균형있게 관심이 지속되어 왔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는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이나 도르트
신경에 비해서 벨직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나 강론이 희소했다고 말하지 않을수가 없다.8) 더
욱이 한국장로교회/개혁교회에서는 이 신앙고백서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 시피하다고 최근 
수 년 사이에 연구물들이 공표되고 있는 실정이다.9) 지난 4세기 동안 개혁교회의 3대 신앙고
백문서중 하나로 인정되어온 벨직신앙고백서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홀대는 시정되어야 마땅
하다고 사료된다.10)

   논자는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말해져오기는 했으나 여러모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벨
직신앙고백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되, 본고에서는 특히 37조에 개진된 종말론을 논구해 보고
자 한다. 비록 종말론이 20세기에 들어와 신학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
되지만,11)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도 다양한 급진적인 종말론들이 횡행했으며, 개혁자들이나 
신앙고백문서들은 성경적인 종말론을 제시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은 공히 인정되어

7)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52는 도르트총회 173차 모임에서 이 신앙고백서 수정본이 
공식문서로 채택되고 공인되었다고 말하지만, 도르트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146차 모임(1619년 4월 
30일 오후)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 146차 모임에서 수정된 신앙고백서 전문이 낭독되었고, 그 
고백서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에 일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로 채택했
다(J. H. Donner & S. A. van den Hoorn (eds.),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in den naam van onze Heeren Jezus Christus, Gehouden door autoriteit der Hoogmogende 
Heren Staten-Generaal der Verenigde Nederlanden te Dordrecht in de jaren 1618 en 1619 
[Houten, Den Hertog, 1987], 306-319). 한편 148차 모임(1619년 5월 1일 오후)에서는 하이델베르
크교리문답(회의록에는 Catechismus van den Paltz라고 불렀다)이 공식문서로 채택하였다(Donner 
&  van den Hoorn (eds.),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320).

8) 벨직신앙고백서에 대한 화란어 자료는 다음의 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http://www.antiqbook.com/search.php?action=search&l=en&searchform=antiqbook&o=&full=
nederlandsche+geloofsbelijdenis&action=search&l=en&catalog=&author=&title=&description=&
year=&century=&keyword=&since=&country= 그리고 영어권 자료는 Daniel R.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Grandville: Reformed 
Fellowship, 2008), 505 미주 5를 보라. 하이드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영어권에서 이 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나 가르침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준다: “Commentaries on the 
Catechism abound, and those on the Canons are easy to find as well, while those on the 
Confession are few and far between, as well as sorely outdated. Furthermore, the use of 
Belgic Confession in our midst in cathechesis, Bible study, family prayer, witnessing to 
our neighbors, and even liturgically is rare.”(Hyde, With Heart and Mouth, 3).

9) 국내학자들이 발표한 그간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성욱, “벨직신앙고백서의 설교적 적용: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6 (2009): 102-136; 김요섭,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 교회론의 특징 연구,” 「개혁논총」 25 (2013): 111-147; 라은성, “벨지카 신앙고백서
의 저자 귀도 드 브레,” 「신학지남」 322 (2015): 151-181; 이상규,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
백,” 『칼빈시대의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자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4): 258-274; 이승구, “벨직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신학정론」 33/2 (2015): 150-212; 이상웅, “네덜란드신앙고백서(1561)에 나
타나는 개혁주의 성경관,” 「신학지남」 325 (2015): 143-179; 안인섭, “벨직신앙고백서의 국가론과 네
덜란드 독립과정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성경과신학」 82 ([2017]: 179-214; 이승구, “벨직 신앙
고백서의 삼위일체론,” 「장로교회와 신학」 13 (2017): 99-110; 이남규, “벨직신앙고백서의 성경론에 
나타난 칼빈주의적 성격,” 「장로교회와 신학」 13 (2013): 79-98; 민장배, “The Belgic Confession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안,” 「신학과 실천」 53 (2017): 61-88. 최근에 소천한 허순길 교수의 『벨
기에 신앙고백 해설』(광주: 셈페르 레포르만다, 2016)도 있다.

10) 한국장로교신학회는 2015년 가을학술대회 주제로 “벨직신앙고백서”를 정하고 여러 국내학자들의 연
구논문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11) Lee Sangung,“‘Already but Not Yet’: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Inaugurated 
Eschatology of Anthony A. Hoekema (1913-1988),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20 (Feb. 
2015): 120-121; Ra Younghwan,“The Eschat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and 
Wolfhart Pannenberg”(Ph. D., Cambridge University, 200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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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실이다.12) 따라서 우리가 1561년에 처음 공표된 벨직신앙고백서에 담긴 종말론의 내용
과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이다. 특히 본 신앙고
백서는 일찍이 개혁주의자들뿐 아니라 로마가톨릭진영에 의해서도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서’라
고 공인되어왔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에 담긴 종말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특징을 확인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13) 이어지는 본론에서 논자는 우선 신앙고백서의 저자문제와 역
사적 배경 문제 등을 다루고 나서(2), 종말론이 담긴 37조의 번역시안을 제시할 것이며(3), 그
러고 나서 37조에 담긴 종말론을 분석하는 일을 할 것이다(4). 이러한 논구를 위해서 벨직신
앙고백서의 프랑스원문들과 몇 가지 번역문들을 참고하고, 이 신앙고백서나 그 주요 저자로 
인정되는 귀도 드 브레에 대한 참고문헌들 또한 참고하고자 한다.14)

  

2. 저자문제와 역사적 배경

  우리는 먼저 벨직신앙고백서의 저자문제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37
조에 개진된 종말론에 대한 논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론적으로 요청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벨직신앙고백서는 1561년 신성로마제국의 펠리페 2세가 통치하된 저지대(Lowlands, 
Pay-bas)에 속한 도르닉(Doornik)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5) 얇
은 소책자에는 “Confession de foy, faicte d'un commun accord par les fidèles qui 
conversent ès Pays-Bas, lesquels désirent vivre selon la pureté de l'Evangile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여타의 서지사항(저자, 출판도시, 
출판사 등)은 누락되어 있었다.16) 제목에서 확인할수 있지만(“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12) Ra Younghwan,“The Eschat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and Wolfhart 
Pannenberg,”21-112; T. 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백철현 역, 『종교개혁자들의 종말
론』(서울: 기민사, 1987); 한국조직신학회 편,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13-157; 이상
웅,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종말론,「한국개혁신학」, 44 (2014): 152-177 등을 보라.

13)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0: “De Confessie van De Brès is een 
calvinistische belijdenis.” 이 신앙고백서로 인해 도르닉(Doornik)에서 첫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조
사를 맡은 관리들은 파르마의 마르가레타에게 이 신앙고백서에 담긴 것은 ‘칼빈의 모든 오류들과 그
릇된 교리들로 가득하다’(...die hun geloofsbelijdenis bevatten, vol van alle dwalingen en 
verkeerde leer van Calvijn...)고 보고했다(Émile Braekman, “Confession de 
Foy(Geloofsbelijdenis),” in Guido de Bres, zijn leven, zijn belijden. Émile  Braekman & Erik 
de Boer [Kampen: Kok, 2010], 162에서 재인용함). 

14) 1561년에 출판된 프랑스원문은 접근하기 어렵고 내용상 변화가 없는 1562년 원문과 1566년 수정
본, 1562년에 간행된 최초의 화란어 역본 등은 다음의 사이트에 다 링크되어 있다: 
http://www.prdl.org/author_view.php?a_id=165. 단 두 개의 프랑스원본(1562년, 1566년)에는 페
이지 매김이 없다. 1618-1619년에 수용된 최종 프랑스어 원문과 영역본은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4th ed., 3 vols. (New York: Harper & Row, 1919): 3:383-436에 수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라틴어 역문(H. A. 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Leipzig, Klinkhardt, 1840]), 화란어 역문(A. A. 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met kanttekeningen en uitgeschreven bewijsteksten [Koster/ 
Stichting Heruitgave Werken Guido de Brès, 2009]), 영역문(Joel Beeke & Sinclair B. 
Ferguson [eds.],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Baker, 1999]; James T.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4 vols. [Grand Rapids: RHB, 2008-2014]. 3:424-449), 한역본(김의환 편집,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출판부, 2004]; 김학모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울: 부흥과개혁
사, 2015], 21-127) 등을 참고했다. 

15) Gootjes, The Belgic Confess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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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성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공통의 일치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고백”), 개인의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저지대(즉,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의 일부지
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합의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
고 적어도 1561년 초판에는 신앙고백뿐 아니라 당시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펠리페 2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앞서 실려있고, 저지대 관리들에게 보내는 탄원서가 부록으로 실려있다.17) 왜 
이 신앙고백서는 그러한 제목과 구성을 가지고, 아무런 서지사항 없이 공표할 수밖에 없었을
까? 또는 그러한 신앙고백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서가 공표된 역사적 배경과 저자문제를 논구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

2.1 저자 문제

   일반적으로 신앙고백서의 저자로 공인되어온 사람은 귀도 드 브레 혹은 귀 드 브레(Guido 
de Brès or Guy de Bray, 1522-1567)이다. 드 브레가 몇 몇의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았느
냐, 아니면 단독적으로 작성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그가 주요 작성
자였다고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다.18) 귀도 드 브레에 관한 전문가인 에밀 브랙크망(Émile  
Braekman, 1924-2013)에 의하면 이 신앙고백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
만”(helemaal niet belangrijk), 적어도 당시대인들인 쟝 따팽(Jean Taffin), 프란시스쿠스 토
마스(Franciscus Thomas), 그리고 아드리아누스 사라비아(Adrianus Saravia, ca 
1532-1613) 등의 증언에 의하면 귀도 드 브레의 저작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논증하기도 했
다.19) 특히 사라비아는 한 편지속에서 신앙고백서를 순교자 귀도 드 브레가 프랑스어로 썼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20) 또한 동시대인인 쟝 따팽(Jean Taffin, 1529–1602) 역시도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가 드 브레임을 인정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21) 드 브레가 신앙고백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출판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 보내어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벨직신앙고백서의 주요 저자는 귀도 드 브레라는 점은 대부분의 학
자들이 인정하고 있다.22)

16) 후대 학자들의 고증의 노력을 통해서 1561년 초판은 두 곳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하나는 
Rouen소재 Abel Clémence이고, 또 다른 출판사는 Lyon소재 Jean Frellon이다(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4-145). 호쪄스는 두 판본 간에 발견되는 차이점들을 세세하게 밝혔다( 
Gootjes, The Belgic Confession, 19-25).

17) 이러한 구성은 프랑스어 1562년판에서도 동일하며, Roukens (ed.),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met kanttekeningen en uitgeschreven bewijsteksten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18) 호쪄스는 드 브레의 단독 저작설에 대해서 자세한 논증을 펼쳤다(Gootjes, The Belgic Confession, 
33-58; “The Earliest Report on the Author of the Belgic Confession [1561],”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2/1 2002: 86-94 등).  

19) Braekman, “Confession de Foy(Geloofsbelijdenis),” 161-162.
20) “Sij is aldereerst in de Fransche tale beschreven door den diensknecht Christi ende 

martelaer Guido de Bres.”(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2에서 재인용함). 이 편지
를 쓴 사라비아는 1562년 화란어 번역본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3).

21) 안트베르프의 토마스 판 틸트(Thomas van Thielt)는 델프트의 목회자였던 아렌트 코르넬리스
(Arendt Cornelisz)에게 편지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Ik heb met Taffin gesproken over 
de Confessie, die hij zegt door Guido de Bres opgesteld te zijn.”(Braekman, “Confession 
de Foy(Geloofsbelijdenis),” 161에서 재인용함).

22) A. D. R. 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verklaard uit het verleden 
geconfronteerd met het heden, 4 vols. (Franeker: Wever, 1948-1953), 1:104; J. van 
Bruggen, The Church Says Amen: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trans. Ame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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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저자 드 브레와 역사적 배경

   벨직신앙고백서의 저작 배경에는 저자 드 브레의 삶과 그가 활동했던 저지대의 역사적 상
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엮어서 말하지 않을수가 없다. 본논문의 제한상 저자 드 브
레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구할순 없다.23) 본래의 논의를 위한 배경을 설정한다
는 취지에서 간략하게 개관해 보고자 한다.    
   드 브레는 베르흔(Bergen/ Henegouwen)에서 1522년경에 출생했다. 아버지 쟝 드 브레
(Jean de Brès)은 스테인드글래스 전문가(glasschiler)였으며, 어린 시절 그도 아버지의 업을 
이으려고 했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저지
대 지역(오늘날엔 벨기에 영토)은 당시에는 신성로마제국의 칼 5세(Karl V, 1515-1555 재위)
가 통치하고 있던 가톨릭영토였다. 어떤 기회에 개신교 설교를 듣게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적
어도 1548년엔 그 신앙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 런던으로 가게 된다.24) 런던에서 청년 드 브레
는 마르틴 부처, 요한 아 라스코, 페트루스 다테인 등과 교제하면서, 신학적 지식을 쌓게 된
다. 
   1552년에 다시 저지대로 돌아온 드 브레는 레이설(Rijssel, 또는 Lille라고 함)과 주변 지역

kerk (Neerlandia: Inheritance, 2003), 15-16; 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met kanttekeningen en uitgeschreven bewijsteksten, 19;  Wes Bredenhof, 
For the Cause of the Son of God: The Missionary Significance of the Belgic Confession 
(Fellsmere: Reformation Media & Press, 2011), 102-120; Carl A. Schouls, Simply, Faith!: 
Expository Sermons on the Belgic Confession (Calgary: Free Reformed Publications, 2014), 
xi, 2, 3;  Joel Beeke (ed.), 『칼빈주의』, 59-61 등. 국내 학자들도 대체로 드 브레 저작설을 따르고 
있다: 김요섭,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 교회론의 특징 연구,” 116-120; 라은성, 
“벨지카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 브레,” 151-181; 이상규,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백,” 
258-274 등을 보라. 단 벨직신앙고백서의 위정자론(36조)에 관해 방대한 박사논문을 쓴 판 데어 즈
바흐는 드 브레의 역할을 ‘편집자’(de samensteller)라고 약하게 표현하였다(K. van der Zwaag, 
Onverkort of gekortwiekt? Artikel 36 van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en de spanning 
tussen overheid en religie, een systematisch-historische interpretate van een 'omstreden' 
geloofsartikel [Heerenveen: Groen, 1999], 108: “Guido de Brès wordt algemeen beschouwd 
als de samensteller van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23) 귀드 드 브레의 삶과 순교사를 담고 있는 가장 초기의 서술은 드 브레와 면식을 가지고 있었던 쟝 
끄래스팽이 쓴 『순교사』 3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Jean Crespin, Histoire des martyrs 
persecutez et mis a mort pour la vérité de l'Évangile, depuis le temps des apostres 
jusques à présént (1619), 3 vols. (Toulouse : Sociéte des Livres Religieux, 1885), 3: 
102-103, 533-575이다(이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접근가능하다: https:// 
ia800303.us.archive.org/25/items/ histoire desmarty03cres/ histoiredesmarty 03cres.pdf). 
그리고 드 브레의 삶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그간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한 최근의 주요 자료들
은 P.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Barneveld: Gebr. Koster/ Stichting Heruitgave 
Werken Guido de Brès, 2010); Émile  Braekman & Erik de Boer, Guido de Bres, zijn leven, 
zijn belijden (Kampen: Kok, 2010) 등이다. 영어권에서 나온 Thea B. van Halsem, Three Men 
Came to Heidelberg and Glorious Heretic: The Story of Guido de Bres (Neerlandia: 
Inheritance, 2010), 83-126; William Boekenstein, Faithfulness Under Fire: The Story of 
Guido de Bres (Grand Rapids: RHB, 2010); Barth Hill-de Bres,  Trust God, Keep the Faith: 
Story of Guido de Bres (Neerlandia: Inheritance, 2011) 등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쓴 간결하고 
비학문적인 소개글 수준이다.    

24) 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met kanttekeningen en uitgeschreven 
bewijsteksten, 20. 그래서 뽈만은 ‘여하튼 1547년 이전에’(in elk geval voor 1547) 드 브레가 개
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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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회설교자(rondreizend predikant)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사역하
는 동안 그는 자신의 첫 저술을 출간하게 된다. 1555년에 출간된 그의 저술은 『기독교 신앙
의 무기』 (Le baston de la foy chrestienn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25) 550쪽이 
넘는 이 책은 주요 주제들과 관련하여 성경과 초기 교부들로부터 자료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청
년 드 브레의 신학적 학식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드 브레는 본서를 통해 당시 개신교신
앙을 박해하고 있던 ‘교부들이 가졌던 고대 신앙’을 포기한 ‘복음의 적’으로서 ‘참된 교회’라고 
불리울수 없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26) 
   1556년에 이르러 박해가 심해지자 드 브레는 다시 고국을 떠나 망명의 길을 걷게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 라스코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순교
사』를 저술하게 될 끄래스팽도 만나게 된다.27) 그러고나서 드 브레는 베자가 가르치고 있던 
스위스 로잔에 갔다가 칼빈이 목회하고 있던 쥬네브로 가서 1559년까지 머물게 된다. 이 기
간 동안 드 브레는 칼빈과 베자와 교류하면서 신학공부에 정진하게 된다.28) 
   1559년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드 브레는 도르닉(Doornik, 프랑스어로는 뚜르네이 
Tournai라고 부름)에서 비밀교회를 조직하여 목회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드 브레는 카타리
나 라몽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다섯 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29) 또한 비밀스러운 복음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박해를 일삼는 신성로마제국과 로마가톨릭에 대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작성하게 된 것이 바로 벨직신앙
고백서이다. 헤이띵(W. Heijting)에 의하면 신앙고백서는 ‘1561년 4월 전에’(voor April 
1561) 드 브레가 사역하고 있던 도르닉(= 뚜르네이)의 은신처에서 완성되었다고 한다.30) 그리
고 인쇄된 신앙고백서 책자가 공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1월 1일-2일 사이 밤중에 도
르닉 성벽안으로 몰래 투척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텨였다. 우선 동년 9월 29일과 30일 사
이 저녁에 발생한 개신교도들이 끌레망 마로의 찬송을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길거리를 행진한 
사건을 언급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르닉의 시장 플로리스 드 몽띠니(Floris de 
Montigny)는 주동자를 색출해 나가는 중에 제롬(Jérôme)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던 드 브레가 
포착이 되기에 이른다.31) 그러는 중에 드 브레는 마침내 인쇄된 벨직신앙고백서를 1561년 11
월 1일-2일 사이 밤중에 도르닉 성벽안으로 투척을 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재세례
파의 과격한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펠리페 2세나 저지대 행정관들이 박해를 중단해 

25) 원서 전체 제목은 Le baston de la foy chrestienne: liure tresutile a tous Chrestiens, pour 
s'armer contre les ennemys de l'Euangile: & pour aussi cognoistre l'ancienneté de nostre 
saincte foy, & de la vraye Eglise (Lyon, 1555) 이다. le baston은 현대 프랑스어로 bâton인데,
그 뜻은 막대기, 방망이, 곤봉, 지팡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드 브레가 순교한 후에 영역본
도 출간되었다: The Staffe of Christian Faith, trans. John Brooke (London: Iohn Daye, 
1577).

26)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Bredenhof, For the Cause of the Son of God, 102-104를 보라.
27) G. P. 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Biografisch Lexicon voor de 

Geschiedenis van het Nederlandse Protestantisme, 6 vols. (Kampen: Kok, 1978-2006), 2: 
98. 

28) 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1:104. 드 브레가 1556-1559년 어간에 로잔과 
쥬네브에 머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98).

29) 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97. 드 브레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Braekman, 
“Nakomelingen in Sedan,” in Guido de Bres, zijn leven, zijn belijden, 378-381을 보라.

30)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3에서 재인용함.
31) 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98. 사실 드 브레는 그러한 공개적인 가두 행진

을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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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탄원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32) 드 브레가 황제에게 쓴 편지글을 읽어보면  『기독교
강요』 초판 서두에 칼빈이 첨부한 프랑수아 1세에게 보내는 서한(“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의 내용이나 동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33) 그리고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37개 조항을 들여다 보아도 항상 “우리는 믿는다”(Nous croyons)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벨직신앙고백서에 담긴 내용이 드 브레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이 아
니라, 도르닉과 저지대 지역에 산재해있던 개신교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박해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34)

  그러나 드 브레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원서와 신앙고백서는 펠리페 황제나 그
가 세운 섭정 마르가레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 브레와 도르닉의 개신교회는 
격렬한 박해를 직면해야 했다. 드 브레의 은신처도 마침내 발각되기에 이르렀고, 그 은신처에 
있던 신앙고백서 200여권과 칼빈, 루터, 베자, 멜랑히톤 등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도 
발견되어 모두 소각되기에 이른다.35) 이를 통해 벨직신앙고백서의 저자가 드 브레이며, 그 신
앙고백서의 내용이 ‘칼빈의 모든 오류들과 그릇된 교리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조사
위원회에 의해 섭정 마가레타에게 전해지게 된다.36) 드 브레는 1562년 초에 그런 연유로 도
르닉(= 뚜르네이)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되자, 북부 프랑스 지역인 아미엥(Amiens)과 세당
(Sedan) 등에 머물게 된다.37) 세당에 머무는 동안 드 브레는 재세례파의 기원과 오류에 대하
여 반박하는 『재세례파의 뿌리, 원천, 그리고 기초』(La racine, source et fondement des 
Anabaptistes)를 1565년에 출간하기에 이른다.38) 4년 여 동안(1562-1566) 북부 프랑스에 머
물렀던 드 브레는 다시 벨기에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르닉에서 멀지 않은 발랑시엔느
(Vaenciennes, L’Aigle)에 머물며, 뻬레그랭 드 라 그랑쥬(Pérégrin de la Grange)와 더불어 

32) 1561년 프랑스원본의 초두에는 펠리페 2세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있고, 부록으로는 저지대 행정관
들에게 탄원하는 글이 같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글의 시대적 제한성 때문에 후대 판본들에서
는 두 문서가 누락된 채 신앙고백서만 출간하곤 했지만, 원래의 첫 형태대로 편집 번역한 다음의 판
본이 있다: A. A. 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met kanttekeningen en 
uitgeschreven bewijsteksten. En een beschrijving van de tijd, het leven en werk van 
Guido de Brès (Barneveld, Gebr. Koster/ Stichting Heruitgave Werken Guido de Brès, 
2009). 펠리페 2세에게 쓴 편지의 영문(“Dedicatory Epistle to Philip II”)은 Hyde, With Heart 
and Mouth, 499-504에 수록되어 있다.

3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1:9-31. 칼빈이 이 서한을 쓴 때가 1535년 8월 1일이었고, 드 브레의 경우는 
1561년에 편지를 썼다.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반개신교 진영은 언제나 과격한 재세례파와 개신교는 구
분짓지 않으려고 했다. 

34)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42: “De Brès’s confessie is de geloofsbelijdenis 
van de Nederlanden geworden, een formulier van enigheid.”  

35)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28-129.
36) Braekman, “Confession de Foy(Geloofsbelijdenis),” 162.
37) “In het voorjaar van 1562 is De Brès uit Tournai gevlucht. Hij maakt opnieuw een 

omzwerving... De Brès was een werver.”(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61). 그러나 
요한 데카블르가 제시하는 연대기에 의하면 드 브레는 1561년 피신을 시작하여 북부 프랑스 지역들 
드웨, 아미엥, 몽디디에, 세당, 메츠 등지에서 산 것으로 제시된다(Johan Decavele, “De 
Nederlanden in de Tijd van de Brès,” in Braekman, Émile & Erik de Boer, Guido de Bres, 
zijn leven, zijn belijden, 11).

38) Guido de Brès, La racine, source et fondement des Anabaptistes (Rouen: Abel Clemence, 
1565). 이 대작은 본문이 903쪽에서 끝이 난다(PDF화된 자료는 http://www.prdl.org/author_view. 
php?a_id=165에 링크되어 있다). 브레덴호프는 이 대작을 드 브레의 ‘magnum opus’라고 부르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Bredenhof, For the Cause of the Son of God, 104-105). 또한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193-205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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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발랑시엔느 인구의 2/3(tweederde) 
가량이 가톨릭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39) 그리고 그러
한 분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신자들이 발랑시엔느 성을 접수하고 가톨릭진영에 대해 무력 항쟁
을 진행하게 되지만, 결국은 누와르까름(Noircarmes)이 지휘하는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
고 성은 유린당하게 된다. 드 브레와 동료 드 라 그랑주 목사는 성을 빠져나오는데는 성공했
지만 결국 발각되어 도르닉으로 압송당하게 되고 1567년 5월 31일에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
해지고 나서 화형에 처해지게 된다.40)

3. 벨직신앙고백서 37장 번역 시안

   이어서 우리는 본고의 주요 논구 대상인 37조의 번역 시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561년
에 처음 익명으로 출간된 벨직신앙고백서는 1566년 안트베르프에서 모인 회의에서 처음 수정
이 이루어졌고, 1618-1619년 도르트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었다.41) 이렇게 진행된 60
여년의 수정 과정 동안 다양한 번역본들도 출간되었기 때문에 벨직신앙고백서의 본문이 조금
씩 다르게 제시되기도 했고, 후대인들에게도 다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과
정들을 잘 반영한 비평적 텍스트의 출판이 요청된다고 논자는 확신한다. 종말론에 대한 고백
을 담고 있는 37조의 경우도 예외도 아니다. 벨직신앙고백서의 종말론을 논구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37조의 정확한 본문의 확립과 번역시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생각
된다. 이미 한글 번역들42)이 나와 있지만 대체로 영어만 참고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어 
원문과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들과의 대조를 거친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표준
적인 번역은 전문적인 학자들에게 기대하면서, 아래에서는 1562년과 1566년 프랑스원본들과 
필립 샤프가 제시한 프랑스어 최종 수정본과 몇 개의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로 삼아서 37조에 
대한 번역 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XXXVII43)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고, 선택된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마 24:36, 25:13; 살전 
5:1, 2; 계 6:11; 행 1: 7; 벧후 3: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대로

39) 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99.
40) Van Itterzon, “Brès, Guido de (Guy de Bray),” 99.,
41) 이러한 수정과정과 수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Gootjes, Belgic Confession, 19-32, 117-159를 보

라.  R. C. Janssen, By This Our Subscription Confessional Subscription in the Dutch 
Reformed Tradition since 1816, Diss. Kampen (Kampen: Theologische Universiteit, 2009), 
24: “The problem of correct version of the confession persisted until GS Dordrecht in 
1618-19, which adopted fixed texts for the Forms of Unity.“

42) 김의환 편집, 『개혁주의 신앙고백』, 267, 269; 김학모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120-127. 
43) 귀도 드 브레는 신앙고백서의 매 조항마다 로마숫자만 표기했을 뿐 조항의 제목은 부가하지 않았다 

(1562년, 1566년 원본). 각조에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라틴어 번역본에서 부터이다. 37조의 경
우 라틴어 번역본은 “De iudicio extremo, resurrectione carnis, et vita aeterna”(최후심판, 부
활, 그리고 영생)라고 붙이었다(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7). 그리고 귀드 드 브레가 작성한 37조 원문에는 단락구분이 없으나, 필립 샤프에 
따라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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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il y est monté), 하늘로부터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corporellement et 
visiblement)으로 오셔서(행 1:11),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되심을 선포하시
며(declarer, 살후 1:7, 8; 행 17:3; 마 24:30, 25:31; 유 15; 벧전 4:5; 딤후 4:1), 옛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사르실 것을 믿는다(벧후 3:7, 10; 살후 
1:8).44) 그러고 나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소집되어(고전 15:42; 계 22:12, 13; 살전 4:16)  
이 위대한 심판자 앞에 몸소 출두하게 될 것이다(comparaîtront personnellement, 
계 22:12, 13; 행 17:31; 히 6:2, 9:27; 고후 5:10; 롬 14:10). 왜냐하면 모든 죽은 자
들은 땅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며(ressusciteront de la terre), 그들의 영혼들은 
이전에 그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육체들과 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요 
5:28, 29, 6:54; 단 12:2; 욥 19:26, 27).45)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
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눈깜짝할 사이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고전 15:51-53). 
   그때에 책들이(다시 말하자면 양심의 책들) 펴질 것이며,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 20:12, 13; 고전 4:5; 롬 14:11, 12; 욥 
34:11; 요 5:24; 단 12:2; 시42:13; 마 11:22, 23:33; 요 5:29; 롬 2:5, 6; 고전 5:10; 
히 6:2, 9:27). 동일한 사람들은(même les hommes) 그들이 내뱉은 모든 무익한 말들
(de toutes paroles oiseuses)에 대해, 세상은 유희와 심심 파적으로 여겼을 것이지만,  
보고해야 할 것이다(롬 2:5; 유 15; 마 12:36);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의 비밀들과 위선
들은 모든 이들(tous)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전 4:5; 롬 2:1, 2, 16; 마 7:1, 2).46)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심판에 대해 기억하는 것47)은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horrible et épouvantable)것이지만(계 6:15, 16; 히 9:27), 경
건하고 선택된 자들48)에게는 크게 소망하는 바가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이다.49) 왜냐하

44) “옛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사르실 것을 믿는다”는 샤프가 제공하는 최종 프랑스
어에 따른 것이다(mettant en feu et en flamme ce vieux monde pour le purifier-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4). 1562년 원본에는 ‘pour le purifier’가 아니라 ‘pour le 
consumer’(태워버리기 위하여, 소멸시켜버리기 위하여)로 되어 있었다가, 1566년 수정본에서는 
‘pour le purger’(깨끗하게 하기 위하여)로 수정되었다.

45) “L’esprit étant joint et uni avec son propre corps dans lequel il a vécu.”(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4); “anima singulorum conjuncta atque unita proprio suo 
corpori, in quo vixerat.”(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8); “de zielen samengevoegd en verenigd zijnde met haar eigen lichaam 
in hetwelk zij zullen geleefd hebben.”(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6).

46) 이 문장이 1618-1619년 수정본에서는 좀 더 부연되어 “et lors les actions et pensées secrètes 
et les hpocrisies des hommes seront découvertes publiquement devant tous”라고 되어 있다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5).

47) 1562년 원본에서는 ‘la souvenance’(추억, 회상)을 썼고, 1618-1619 최종본에는 ‘le souvenir’(기
억, 추억, 회상)라는 단어를 사용했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5). 화란어 역에서
는 ‘de gedachtnis’(추억, 회상, 기념)으로 번역했다(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8)

48) ‘경건하고 선택된 자들’의 불어원문은 ‘bons et élus’인데(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5), 라틴어 번역은 ‘piis vero et electis’라 했고(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8), 화란어 번역에는 ‘de vromen en 
uitverkorenen’(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8)이라 했고, 샤프의 영역에
서는 ‘the righteous and the elect’라고 했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5).  

49) ‘fort désirable et de grande consolation’(1562년판, 1618-18년판 동일); ‘summe exopt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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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때에 그들의 완전한 구속(rédemption totale)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들이 감수해
야 했던 모든 노고와 수고의 열매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눅 22:28; 요일 3:2, 
4:17; 계 14:7; 살후 1:5, 7; 눅 14:14). 그들의 무죄함은 모든 이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고문했던 그 사악한 자들 위
에 하나님이 집행하실 끔찍스러운 보복을 보게 될 것이다(단 7:26; 마 25:46; 살후 
1:6-8; 말 4:3). 그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이
며(롬 2:15),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50)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계 21:8; 벧후 2:9; 말 4:1; 마 25:41). 
   그러나 반대로 신실한 택자들은 영광과 명예로 면류관을 쓰임 받게 될 것이다(마 
25:34, 13:43);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
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며(마 10:32. confessera leur nom);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
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사 25:8; 계 21:4); 그리고 지금은 많은 재판관들과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단적이고 악독하다(hérétique et méchante)고 정죄당하고 있는 그들의 대의
명분(leur cause)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명분임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사  
46:5);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보상으로서 사람이 마음으로 결코 생각도 할 수 없었
던 그러한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사 54:4; 고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히 누릴수 
있기 위하여, 그 위대한 날을 크게 소원하며 기다린다(히 10:36-38).51)       

4. 벨직신앙고백서 37조의 구조와 내용 분석

   이제 벨직신앙고백서 37조에 담긴 종말론적인 신앙고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브레덴호프
는 이 37조에서 “저지대 지역에 살고 있던 개혁파 신자들의 종말론의 주요 윤곽”을 볼수 있
다고 논평을 했지만,52) 그 내용을 일별해 보더라도 소위 종말론적인 주제들을 대략이라도 다 
다루기는커녕 지극히 제한된 주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37조에 담긴 종
말론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는 37조의 구조를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하며, 이어서 내
용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4.1. 벨직신앙고백서 37조의 구조

et ingentis consolationis’(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8); ‘zeer wenselijk en troostelijk’(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8).  

50) ‘seront rendus immortels’(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5); ‘immortales quidem 
reddentur’(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8); ‘zullen onsterfelijk worden’(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8).

51) 1561년 프랑스어 원본과 1566년 수정본에는 ‘avec un grand desir’라고 했지만, 1618-19 수정본
에는 ‘avec desir’로 단순화시켰다. 라틴어 번역도 동일하게 ‘cum desiderio’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37조를 마치면서 “Apocal. 22, 20. Etiam veni Domine Iesu”을 추가시켰다(Niemeyer [ed.], 
Collectio confessionum in ecclesiis reformatis publicatarum, 388), 화란어 역본(Donner & 
van den Hoorn [eds.],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319), 영역본(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6) 등에서도 이러한 추가사항을 반영했다.  

52) Bredenhof, For the Cause of the Son of God,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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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자들의 구조 분석
   37조에 대한 대표적인 네 학자들의 구조 분석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네 권으로 된 벨직
신앙고백서에 대한 학문적 해명서를 쓴  뽈만(A. D. R. Polman, 1897-1993)은 37장의 제목
을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붙이고 크게 네 개의 소주제로 분석했다.53)

a. 그리스도 재림의 날
b. 그리스도 재림의 양식
c. 그리스도 재림시 심판
d. 이 심판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

  두 번째로 얀 판 브룩헌(Jan van Bruggen, 1909-1965)은 제목을 “최후 심판‘으로 붙이고, 
그 역시도 37조 내용을 크게 네 개의 주제로 분석했다.54)

a. 심판자의 위엄있는 강림
b. 죽은자와 산자를 모두 불러모으심
c. 펴지게 될 책들
d. 이 위대한 날을 강렬하게 기다려왔던 성도들의 명예회복

   세 번째로 대니얼 하이드(Daniel Hyde)의 경우는 37조의 제목을 라틴어 번역본에 따라 “ 
최후심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 명명하고, 그 역시 내용을 네 가지 소주제로 분석했
다.55)

a.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b. 부활
c.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d. 영원한 상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벨직신앙고백서 해설을 출간한 칼 스카울스(Carl A. Schouls)의 
분석을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세 사람의 분석과 다르게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56)

a. 영광의 날인 심판의 날
b. 공포의 날인 심판의 날
c. 기쁨의 날인 심판의 날

53) 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verklaard uit het verleden geconfronteerd 
met het heden, 4:308-320. 깜뻔신학교의 교의학, 교리사교수였던 뽈만은 벨직신앙고백서를 학문적
으로 해명하면서, 칼빈뿐 아니라 현대신학자들과 대화를 추구했다. 뽈만은 이러한 학술적인 해명서 
외에도 평신도들을 위한 벨직신앙고백서 해설서를 출간하기도 했다(A. D. R. Polman, Woord en 
belijdenis. Eenvoudige verklaring van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2 vols. [Franeker: 
Wever, n. d.]). 

54) Van Bruggen, The Church Says Amen: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222. 
55)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494-498. 
56) Schouls, Simply, Faith!: Expository Sermons on the Belgic Confession, 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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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자의 구조 분석 제시
   이상의 네 명의 학자들의 구조 분석은 다소 달라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
하다고 볼수도 있다. 논자는 37조 본문을 거듭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노력했고, 구조 분석 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다.
a. 그는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불과 화염으로 사르실 것이다.
b.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죽은 자들에게는 몸의 부활을 통해, 산자들은 순식간
에 변화하게 하시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B. 심판의 기준과 내용
a. 양심의 책들이 펴질 것이며, 사람들은 선악간에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다.
b.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비밀과 위선도 드러나게 될 것
이다.

C. 심판의 두 가지 결과와 두 가지 반응
a.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 택자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하고 큰 위로가 되는 날이 될 것이다. 

a) 그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 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던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것
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 세상에 의해서 받았던 그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것이기 때문이
다.

D. 결론적 적용
-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수 있기 위하여 그 위대한 
날을 크게 대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4.2. 내용 분석
  
   앞에서 제시한 구조 분석에 따라 37조에서 개진된 종말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종말론적 신앙을 기술하고 있다.

   (1)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다. 
   37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시작한다. 그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는 피조물은 알지 못한다고 못을 박는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대로 “선택된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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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채워지고” 나면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벨직신앙고백서가 
견지하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정신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게 된다.57) 사실 
이 신앙고백서가 그렇게도 빠른 시간안에 저지대 지역(벨기에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공식적
인 신앙고백으로 인정되고, 1618-1619년 도르트총회에서 “일치를 위한 세 신앙고백서”(Drie 
formulieren van enigheid)중 하나로 공인된 것도 고백서 속에 담긴 내용들이 철저하게 성
경적이었기 때문이었다.58) 37조 전체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성경중심적인 신앙고백
임을 확인하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예언이지만, 그가 어느 
때에 오시는지에 대한 예언은 주어진바가 없다. 다만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선택된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마 24:36, 25:13; 살전 5:1, 2; 계 6:11; 행 1:7; 벧후 3:10),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59) 그리고 37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식에 대해서 단순명료하게 고백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대로
(comme il y est monté), 하늘로부터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corporellement et 
visiblement)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 근거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
을 본 그대로라는 것은 가시적인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신 것을 가리킨다.60) 
   승천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신앙고백서는 특히 그
가 최후 심판자되심을 강조해서 말한다.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되심을 선포하시
며”(declarer, 살후 1:7, 8; 행 17:3; 마 24:30, 25:31; 유 15; 벧전 4:5; 딤후 4:1).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피조물과 인격체에 대한 심판으로 양분하여 말
해준다. 고백서는 먼저 전자에 대해서 말한다. “옛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사르실 것을 믿는다”(벧후 3:7, 10; 살후 1:8).61) 앞에서도 설명해듯이 이 구절은 1618-1619
년 최종본에 담긴 내용이다.62) 1562년 원본에는 ‘pour le purifier’가 아니라 ‘pour le 
consumer’(태워버리기 위하여, 소멸시켜버리기 위하여)로 되어 있었다. 드 브레의 원 고백서

57) 벨직신앙고백서의 성경관에 대해서는 이상웅, “네덜란드신앙고백서(1561)에 나타나는 개혁주의 성경
관,” 「신학지남」 325 (2015): 143-179을 보라.

58) Donner & van den Hoorn (eds.),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306-307.
59) 다양한 형태로 준동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곤 하는 시한부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대하여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고백서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chouls, Simply, Faith!: Expository 
Sermons on the Belgic Confession, 316-317).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3장 3항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알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어
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적인 안전감을 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
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게 하셨다”라고 그 이유까지 잘 밝혀주었다(이
상웅,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종말론, 171-172).

60)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재림의 양식”(the manner of the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
다. 루이스 벌코프는 ‘인격적 강림, 육체적 강림, 가견적 강림, 돌연한 강림,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강
림’이라고 했고(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8], 
704-706), 죽산 박형룡은 ‘자신적 강림(즉 인격적 강림), 신체적 강림, 가견적 강림, 돌연적 강림, 영
광적 승리적 강림, 종말적 완성적 강림’등으로 설명했다(박형룡, 『교의신학-내세론』[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8], 214-219).

61) “옛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사르실 것을 믿는다”는 샤프가 제공하는 최종 프랑스
어에 따른 것이다(mettant en feu et en flamme ce vieux monde pour le purifier-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4). 1562년 원본에는 ‘pour le purifier’가 아니라 ‘pour le 
consumer’(태워버리기 위하여, 소멸시켜버리기 위하여)로 되어 있었다가, 1566년 수정본에서는 
‘pour le purger’(깨끗하게 하기 위하여)로 수정되었다.

62) “mettant en feu et en flamme ce vieux monde pour le purifier”(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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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세계 멸절설(annihilationism)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1566년 수정본
에서는 ‘pour le consumer’를 ‘pour le purger’(깨끗하게 하기 위하여)로 수정했고, 
1618-1619년 최종 수정본에서는 현재의 형태로 수정된 것이다.63)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선명
하게 드러내기 위해 정당하게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64) 
   그러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신
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소집되어(고전 15:42; 계 22:12, 13; 살전 4:16)  이 위
대한 심판자 앞에 몸소 출두하게 될 것이다(comparaîtront personnellement, 계 
22:12, 13; 행 17:31; 히 6:2, 9:27; 고후 5:10; 롬 14:10).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위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미 죽었던 자들과 재림시까지 살아있던 자들을 나누어서 설
명을 한다. 우선 이미 죽었던 자들은 “땅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며(ressusciteront de la 
terre), 그들의 영혼들은 이전에 그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육체들과  결합하여 하나가 될 것”
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아직 살고 있던 자들에 대해서는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눈깜짝할 사이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
게 될 것이다”(고전 15:51-53)라고 성경적으로 고백한다. 정리해보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이미 죽은 자들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심판대 앞
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이전에 그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육체들”(son propre corps dans lequel il a 
vécu, their proper bodies in which they formerly lived)이라고 표현한 점이다.65) 웨스트
민스터신앙고백 32장 2항에서도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
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같은 몸으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
백하고 있다.66) 논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을 한 적이 있다.67)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은 부활체와 현재의 몸 사이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주장해 왔다.68) 그러나 그와 같은 동일시는 단순히 현재 우리 몸을 구성하

63) 개혁주의 입장은 세계 멸절설이 아니라 세상 갱신설이다: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3 vols. (New York: Scribner's Sons, 1873), 3: 853-854; B.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Grand Rapids: Baker, 2003), 640; 박형룡,『내세론』, 356-358. 또한 Gerrit C. 
Berkouwer, The Return of Christ, trans. James van Oosterm (Grand Rapids: Eerdmans, 
1972), 387-423 등을 보라.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J. Richard Middleto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용중 역, 『새 하늘과 새 땅』(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는 개혁주의 입장을 성경신학
적으로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다. 

64)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405; 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4:311-312.

65)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434.
66) 김의환 편집, 『개혁주의 신앙고백』, 264.
67) 이상웅,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종말론, 163; Van Bruggen, The Church Says Amen: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225;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496.



- 15 -

고 있는 물질적 요소들(totalitas materiae)의 회복과 재구성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

하게 인정해 왔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매 7년마다 전부 바뀐다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참고하더라도 그러한 식의 사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69) 다만 

우리는 바빙크의 적절한 표현대로 “개별적인 인간 존재의 연속성은 영혼의 정체성에서와 마

찬가지로 몸의 정체성에서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사료된다.70) 그리고 우리는 신자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되는 부할체는 질적으로 전

혀 다르다는 것 즉,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런 몸”을 닮게 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최후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대상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벨직신앙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단락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에 책들이(다시 말하자면 양심의 책들) 펴질 것이
며”(alors les livres seront ouverts [c’est-à-dire les consciences])라고 하는 부분이 그
러하다. 심판 날에 책이 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몇몇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크게 어
려움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심판날
에 펼쳐진다고 한다.71) 그런데 왜 신앙고백서는 양심의 책들이 펼쳐진다고 말한 것일까?72) 
사실 증거로 제시한 본문들(계 20:12, 13; 고전 4:5; 롬 14:11, 12; 욥 34:11; 요 5:24; 단 
12:2; 시42:13; 마 11:22, 23:33; 요 5:29; 롬 2:5, 6; 고전 5:10; 히 6:2, 9:27)을 통해서도 
해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본들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양심의 책들’이라는 문구를 생
략하기도 했다.73) 혹은 J. 판 브룩헌 같은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고, 뽈만은 
이 문구는 생략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다.74)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해설을 해보려고 시도한 스카울스 같은 사람도 있다.75) 논자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성
경적인 고백서이기를 추구한 벨직신앙고백서의 정신에 따라 이 부가적인 문구는 생략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대로 심

68) 찰스 하지, A. A. 하지, 루이스 벌코프, 박형룡 박사 등이 취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박형룡, 『내
세론』295-298을 보라. 

69)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trans. John Vriend, 4 vols. (Grand Rapids: Baker, 
2003-2008), 4:694-698에 있는 자세한 논의를 참고하라. 

70) Bavinck, Reformed Dogmatics, 4:694: “The continuity of an individual human being is 
maintained as much in the identity of the body as in the identity of the soul.”

71) 이 구절에 대한 논자의 평해는 『개혁파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용인: 목양, 2013), 
643-644에서 볼수 있다.

72) 이 문구는 1562년 프랑스어 원본에 있기 때문에 귀도 드 브레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후대 수정본
에서 수정된 것이 아니다.

73)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531. 39장에 대한 미
주 7번. 하이드는 그 일례로 캐나다 개혁교회의 예를 들고 있다.

74) “...van dit  artikel, dat dit de concientiën zijn, had beter weggelaten kunnen worden, dat 
dit niet met zekerheid is vast te stellen...”(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4:315)

75) Schouls, Simply, Faith!: Expository Sermons on the Belgic Confession, 320을 보라. 화란어 
역본을 편집하여 2009년에 출간한 라우껀스 역시 이 문구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책들과 인간의 양심의 책들”(dat is, de boeken van Gods alwetendheid en die van het 
geweten der mensen)이라고 난외설명을 달고 있다(Roukens [ed.], De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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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받을 것이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적이라고 인정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육통일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
게 가르치고 있고, 이에 따라 개혁파 신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76) 각자 행
한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우스개소리 내지 심심 파적으로 여
길수 있는 “무익한 말들”(de toutes paroles oiseuses)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비밀들과 위선들”(les cachettes et les hypocrisies de hommes)도 드
러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모든 표현들은 성경구절에 근거한 것들이다.  
 
   (3) 심판의 두 가지 결과와 두 가지 반응
   신앙고백서는 그와 같은 심판의 날에 단 두 가지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서술해준다. 
제3의 가능성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사악한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경건
하고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두 부류의 심판 
결과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우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
록 하자. 이들은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고문했던 
그 사악한 자들”이다. 이들은 그들 위에 집행되는 하나님의 ‘끔찍스러운 보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단 7:26; 마 25:46; 살후 1:6-8; 말 4:3). ‘그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이며’(롬 2:15), 그들 역시도 불사적인 존재 즉 죽을수 없는 존재가 되
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불은 
신약에 의하면 게헨나의 불이다. 이는 복음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최후 상태이다.77) 신앙고백서는 신약의 계시를 따라 단순하게 사악한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형벌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종 형벌이 언도되고 집행되는 심판날을 
생각 혹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서가 표현한대로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신앙고백서 37조는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진술한 반면에, ‘경건하
고 선택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게 서술하는 것을 볼수가 있다. 
이는 환란 중에 있던 16세기 저지대 지방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에서 37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도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크게 소망하는 날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소망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성도들의 ‘완전한 구속’(rédemption totale)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중생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으며 성화의 과정속에 들어가게 되고, 임종
하여 영혼이 하늘에 가게 될 때에 영화에 이르게 되지만, 몸의 부활을 입고, 영육통일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최
후심판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무엇보다 ‘완전한 구속’이라는 개혁파적인 언어로 표

76) Bavinck, Reformed Dogmatics, 4:700-701; A.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Exeter: Paternoster, 1979), 258-259; 박형룡, 『교의신학-내세론』, 337.

77) 역사적으로 지옥 불못에서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반론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Rob Bell, Love Wins (New York: Harper, 2011)에서 미묘한 반론이 펼쳐졌다. 그러나 
벨직신앙고백서나 개혁파신학은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지옥불에서의 영원한 형벌 받음’에 대해서 고
백해 왔다(Bavinck, Reformed Dogmatics, 4:702-714;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265-273; 박형룡, 『교의신학-내세론』, 3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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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한 것이다.78) 둘째, 최후 심판날에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이 땅위에서 행한 ‘모든 
노고와 수고의 열매들을 받게’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있
는 내용이다(눅 22:28; 요일 3:2, 4:17; 계 14:7; 살후 1:5, 7; 눅 14:14). 셋째, 성도들은 그 
날에 억울함이 풀어지고 명예가 회복됨을 받게 될 것이다. 37조는 이 사실을 ‘그들의 무죄함
은 모든 이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든지, 악인들의 심판을 보게 된다고 표현하든지, 
‘영광과 명예로 면류관을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달리 표현해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며, 이 땅위에
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 상
황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사를 통하여 수 많은 성도들의 대의명분(cause)이 이 세상의 “재판관
들과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단적이고 악독하다(hérétique et méchante)고 정죄당”해 왔지만, 
그 날에 그들이 헌신하고 목숨걸었던 대의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
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는 은혜로운 보상으로서 사람이 마음으로 결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영광을 그들로 하
여금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사 54:4; 고전 2:9)라는 말로 마무리짓는다.

  
   (4) 결론적 적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건한 성도들이 최후심판 날에 받게 될 심판의 결과들을 생각
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37조의 결론 구절에서 묘사된 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히 누릴수 있기 위하
여, 그 위대한 날을 크게 소원하며 기다린다(히 10:36-38).” 혹은 중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날을 생각하면서 “큰 소망과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벨직신앙고백서 작성자
였던 귀도 드 브레가 순교자로서 분명히 체현해주었던 바이고, 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확증했던 바이다.79)     

4.3.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37조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37조는 종말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주제들을 다 다루지 아니하고, ‘최후 부활, 
최후 심판, 그리고 최후 상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각 조항
별 제목이나 문단 구분조차도 없었지만, 라틴어 번역문에서부터 제목이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37조에 대한 제목은 “최후심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고 명명한 것도 37조가 담고 있
는 고백의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속에서 다
른 종말론적인 주제들, 예컨대 개시된 종말론, 중간상태론, 시대의 표적론, 천년왕국론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참조할 내용이 없음을 알수 있다.80)  

78) 이러한 총체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교의학을 전개하고 있는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s. 
2-4와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191-357을 보라.

79) 뽈만은 귀도 드 브레가 순교하기 전에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었던 편지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37조
에 담긴 종말론적 고백과 대망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노래... 혹은 송영(loflied)’이라고 묘
사한다(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1:105-109, 4:309). 드 브레가 쓴 프랑스
어 편지들은 Jean Crespin, Histoire des martyrs persecutez et mis a mort pour la vérité de 
l'Évangile, depuis le temps des apostres jusques à présént, 3 vols. (1619; Toulouse : 
Sociéte des Livres Religieux, 1885), 3:568-575에 수록되어 있다. 

80) 물론 귀도 드 브레의 다른 저술들에서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꼬르뜨베흐는 말해준다
(Korteweg,  Guido de Brès (1522-1567), 275-276에 의하면 드 브레는 가톨릭의 연옥에 대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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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그 서술 내용에 있어서 성경적일 뿐 아니라, 그러하기에 칼빈과 베자의 전통을 반영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다.81) 특히 37조의 내용을 1560년에 간행된 『베자의 신앙고
백』(Theodore Beza’s Confession)82)의 ‘여섯 번째 요점: 최후심판에 관하여’와 대조해 보면, 
드 브레는 베자의 고백서의 내용을 거의 따르고 있으며, 다만 보다 확장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83)

   셋째, 37조는 종말론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상황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인불굴의 인내로 견뎌낼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배경연
구와 37조 본문 연구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84) 귀도 드 브레가 신앙고백서 앞
부분에 실은 “황제 펠리페 2세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개
혁파신앙을 가진 저지대 사람들이 “등에 매질을 당하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
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감수”해온 것은 혹은 앞으로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소망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85) 따라서 논자는 벨직신앙고백서 37조를 ‘저지대지방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주님 고대가, 마라나-타’라고 명명하고 싶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1561년에 귀도 드 브레에 의해 작성되고, 1618-1619년 도르트총회를 통
해 최종 수정되고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세 신앙고백서’ 중 하나로 채택된 벨직신앙고백서
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구작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해왔다. 각 부분의 요점을 
먼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벨직신앙고백서 종말론을 다루기 위한 배경 설정으로서 저자문제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순교자 귀도 드 브레(1522-1567)가 본 신앙고
백서의 주요 저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드 브레와 저지대 지방의 신
자들이 어떠한 상황속에서 이 신앙고백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16-17세기에 
100개가 넘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이 산출되었지만, 각 신앙고백서들은 작성 경위내지 삶의 
정황(Sitz im Leben)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자와 배경연구는 세부적인 내용 연구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문제였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본고에서 논구할 종말론을 담고 있는 37조의 번역문 시안을 제시해 

판적이었다). 
81) 1561년에 작성된 벨직신앙고백서가 칼빈의 영향하에 작성된 프랑스신앙고백서(Confessio Galicana, 

1559)와 테오도르 베자의 신앙고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사실에 
속한다(Gootjes, Belgic Confession, 59-91; 김요섭,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개혁주의 교
회론의 특징 연구,” 120-124 등을 보라). 

82) 『테오도르 베자의 신앙고백』(Theodore Beza’s Confession) 영역문은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2:236-369에 
수록되어있다.

83) 양자간의 자세한 대조 작업은 Gootjes, Belgic Confession, 88-89에서 확인할수 있다.
84) 뽈만은 37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잘 기술해 준다: “Geen leer der laatste dingen, mag men 

hier verwachten. Alleen een korte belichting, die dit lied der martelaren niet tot een 
theoretische verhandeling maken mag.”(Polman, Onze Nederlandsche Geloofsbelijdenis, 
4:309).

85) “Dedicatory Epistle to Philip II,” in Hyde, With Heart and Mouth: An Exposition of the 
Belgic Confession, 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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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1561년 첫 고백서, 1566년 안트베르프 회의에서의 수정 그리고 도르트총회에서 최종 
수정과 공인한 본문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미소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37조에 관해서도 이러한 비평적 본문 정립이 필요
다하고 사료되어 이러한 시도를 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지 37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서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에서는 37조의 구조와 종말론적 내용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
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종말론적인 주요주제들을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최후심판 그
리고 최후상태에 집중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16세기 저지대 지방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핵심 내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
문인 것도 살펴보았다. 37조에서도 드러나듯이 본 신앙고백서는 세밀한 교리적 토론이나 논쟁
을 목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순수한 교리 혹은 복음
의 순수함(la pureté de l’Evangile de nostre Seigneur Jesus-Christ)을 제시하려는데 있
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도르트신경과 더불어 ‘일치의 세 신앙고백서’로 공인되고, 서명까지 
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온 벨직신앙고백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논의가 일
어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재림이 어느때 보다 가까운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에게 벨직신앙고백서에 담겨져있는 순수한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면
서, 벨직신앙고백서 37조에 담긴 종말론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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